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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배경 및 목적: 건강한 생활습관은 질병 예방과 조기사망의 예방뿐만 아니

라 평상시의 신체기능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 연구에 의하면 이에 반하는 건강위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그로 인한 

질병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행위 및 건강위험행위는 개별적,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되어 행

해진다. 이를 군집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건강행위 군집 연구는 흡

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일부 행위만을 분석하거나, 건강행위 개수의 

단순한 합을 이용한 분석에 그쳐 상호연관성이 있는 구체적인 위험행위를 

알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관성분석(Association rule mining: 

ARM)을 이용하여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건강위험행위 군집 유형 분석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위험행위를 함께 

하는 대상자들을 위한 건강행위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정 위험행위를 

하는 대상자의 또 다른 건강위험행위(co-occurring behavior)의 예측에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07~2008) 중 건강행위 설문에 응답한 20세 이상의 성인 14,833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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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건강행위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건강위험행위로 

정의하였으며, 여러 문헌과 연구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잦은 

간식 섭취 등 7가지 위험행위를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과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분포를 남녀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자들이 행하고 있는 건강위험행위 개수의 합을 

이용하여, 그리고 전체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위의 확률을 근거로 한 관찰

치 수와 기대치 수의 비(O/E ratio)를 이용하여 군집현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ARM을 이용하여 7가지 건강위험행위가 함께 일어나는 유형을 분

석하였다. ARM 연관규칙의 통계적 유의성 평가는 chi-square test를 이용

하였다. 

연관규칙에 포함되는 건강위험행위들을 건강위험행위 군집이라고 정의하

고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여러 가지 형태를 유형화하였다. 대표적인 군집을 

찾아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위험행위 특성, 건강 수

준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건강위험행

위 군집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ARM 결과를 다른 건강조사 자료(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적용하여 결과값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건강위험행위는 신체활동 부족 및 부적절한 

수면시간이었다. 또한 전체 대상자의 69.8%는 2가지 이상의 건강위험행위

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7가지를 모두 하는 대상자는 없었으며, 건강위험행

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자는 5.0%였다. 남자 대상자들

의 건강위험행위 비율이 더 높았다. 

건강위험행위 2개, 3개, 4개, 5개, 6개 등으로 이루어진 군집현상이 관찰

되었으며, 위와 마찬가지로 남자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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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행위 군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행위는 부적절한 수면, 신체

적 비활동, 현재 흡연 등이었다. 군집마다 특정 건강위험행위들이 있었으며, 

그것들은 2~3개의 다른 위험행위와 함께 군집을 이루고 있었다. 

건강위험행위 연관규칙으로 살펴본 대표적인 군집은 신체적 비활동, 현

재 흡연, 부적절한 수면시간의 군집으로 이는 남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

다(여: Lift 1.06, OR 1.29, 95% CI 1.05-1.58; 남: Lift 1.01, OR 1.26, 95% 

CI 1.09-1.45). 남자 대상자들에서는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아침

결식, 흡연의 군집(Lift 1.52, OR 2.87, 95% CI 2.23-3.70)이 나타났다.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연관규칙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에서도 유의하

게 나타났으며,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론: 건강위험행위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갖고 함께 나타난다. 

ARM을 이용하여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ARM을 다

른 건강조사 자료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다.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정

보를 이용하여 건강행위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위험행위 예방에 대한 중재를 계획할 수 있다. 

 

주요어: 건강위험행위, 군집, 연관성 분석, 건강위험행위 예방 

학번: 2007-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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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 그리고 신체적 비활동 등의 생활습관과 관련된 

건강위험행위들은 만성질병과 사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WHO, 

2002). 이러한 건강위험행위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질병 부

담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정영호 et al., 2006), 특히 비만과 음주에 

의한 질병 부담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박정근, 2010).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질병 예방과 조기 사망의 예방뿐 아니

라 생애주기에 필요한 신체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생

활습관이 중요하다. 

 

건강행위는 독립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들이 복합적으

로 나타나며, 서로 양의 상관관계 혹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함께 나타

난다(J.K. Langlie, 1979). 마찬가지로 건강위험행위에 있어서도 한 가지 

행위보다는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건강위험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

각의 건강행위가 함께 나타나는 수준이 각 행위가 독립적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군집(clustering)이라고 한

다(Schuit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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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행위에 대한 군집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건강위험행위는 여러 가지를 함께 하는 경우가 한 가지 행위를 하

는 것보다 위험하다. 두 가지 이상의 위험행위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심혈

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고(Yusuf et al., 2004), 암 발생

(Marchand et al., 1997), 그리고 전반적인 사망률(Johansson and 

Sundquist, 1999)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위험행위들은 건강 손상에 부

가적이고 잠재적으로 상승 작용을 한다(Schlecht et al., 1999).  

둘째, 군집된 건강위험행위의 교정은 많은 이점들을 가져온다. 건강위험

행위를 교정하지 않은 대상자는 교정한 대상자보다 건강 수준이 악화될 가

능성이 높다(Johansson and Sundquist, 1999). 여러 가지의 건강위험행위

를 함께 교정하면 잠재적으로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75% 이상 줄여줄 수 

있고(Yusuf et al., 2004), 금연과 체중조절에 대한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를 

함께 중재한 프로그램을 받은 경우 흡연이 재발할 위험이 줄어들었다(Hall 

et al., 1992)는 보고가 있었다.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한 복합적인 중재를 하

게 되면 한 가지 행동에 대한 단순 중재보다 국민 보건에 더 큰 영향을 가

져다 줄 것이다(Goldstein et al., 2004; Nigg et al., 2002).  

셋째, 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보건전문가가 대상자들의 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속성을 이해하게 되면 중

재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행위 군집을 가지

고 있는 대상자를 구별해내어 그들을 위한 종합적 예방 전략을 세울 수 있

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더욱 적합하고 계획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Schuit et al., 2002).  

그래서 건강위험행위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을 기준으로 적

절한 건강증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업과제로 인식

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여러 가지 건강위험행위

를 바르게 수정하려고 하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Prochaska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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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위험행위 종류와 개수는 각각 다르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건강행위 

군집현상에 대해 연구해왔다(Fine et al., 2004; Laaksonen et al., 2001; 

Poortinga, 2007; Takakura et al., 2001; 강기원 et al., 2010; 강은정, 

2007). 

 

그러나 이 연구들은 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이나 식이 등 한정

적인 건강위험행위의 연관성을 분석한 것으로서, 포괄적인 건강위험행위의 

연관성에 관심을 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흡연, 

음주와 같은 기호식품 사용이나 여가 시간을 충분한 운동 없이 보내는 것 

이외에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행위들이 있다.  

Alameda County Study(Housman and Dorman, 2005)에서는 건강 수준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7가지의 건강행위를 연구하였는데 각 

행위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위험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7가지 건강위험행

위는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체중 조절을 안 하는 것, 부적절한 

수면 시간, 아침 결식, 잦은 간식 섭취 등의 행위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선택 또는 회피 등의 결정을 하는 건강행위들로서 

좀 더 포괄성을 갖는다. 

 

다음의 표는 건강위험행위 보유현황을 보여주고 있다(Table 1). 예를 들

어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세 가지 위험행위만 살펴보았을 때, 남자 대

상자 중 단순히 흡연만 하는 대상자는 10.27%에 지나지 않으나 흡연과 함

께 다른 복합적인 건강위험행위를 함께 하는 대상자는 42.50%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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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ustering of cigarette smoking, excessive alcohol consumption, and lack 

of physical exercise  

Health  

behavior 

No PI 

No HD 

No CS 

PI HD CS 
PI, 

HD 

PI, 

CS 

HD, 

CS 

PI, 

HD, 

CS 

Women 26.96 61.57 2.24 1.06 3.44 3.01 0.61 1.08 

Men 11.86 20.66 6.91 10.27 7.75 16.90 10.53 15.07 

Source: 강기원 et al., 2010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이처럼 건강위험행위는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 건강위험행위 간

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군집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개인의 건강 수준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개인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에 비해 건강위험행위는 여러 

노력에 의해 수정이 용이하다.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대상자에 대한 건강 

증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험요인의 분포를 구조적으로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구체적 행위의 조

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험행위의 분포와 군집을 확인하는 한편, 군집의 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잦은 간식 섭취 등 7가지 건강위험행위를 이용하여 한

국 성인의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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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위험행위의 분포를 확인하고,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2. 건강위험행위들 간의 연관성 분석(ARM: Association Rule Mining)을 

통하여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유형을 알아본다. 

3. 건강조사에서 ARM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조사의 결

과를 보건 중재 프로그램 계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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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건강행위 군집현상 

 

한 가지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은 흡연과 

음주, 흡연과 신체적 비활동, 신체적 비활동과 잦은 간식 섭취 등 여러 가

지 행위를 함께 한다. 이와 같이 함께 행해지는 여러 가지 위험행위들은 

서로 관련 없는 단순한 조합이라기보다는 건강위험행위들 간의 상호 작용 

및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덜란드인의 20%(Schuit et al., 2002), 미국인의 17%(Fine et al., 

2004), 홍콩 노인의 5%(Chou, 2008), 한국 남성의 15.2%(강기원 et al., 

2010)는 세 개 이상의 건강위험행위를 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행위는 각각의 행위 분포가 다양하고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함께 일어난다. 즉 한 가지 행위와 

함께 다른 행위들도 같이 나타난다(Steele and McBroom,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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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행위 군집현상의 연구방법 

 

2.1 Correlation(상관관계) 

 

Steele(1972)은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를 연구하면서 각각의 행위

간에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한 가지 행위를 보이는 대상자는 

다른 행위에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teele and McBroom, 

1972). 위 연구에서는 각각의 건강행위에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기준으

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건강행위에 대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흡연과 음주, 흡연과 신체적 비활동 

등의 변수를 1:1 상관관계로 분석하고 있다(Jean K. Langlie, 1979). 본 연

구에서는 좀 더 많은 행위변수를 이용하여 연관성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하

였으므로 1:1 상관관계로 분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2.2 Accumulation(행위의 개수 합을 이용하는 방법) 

 

많은 연구자들이 건강행위 개수의 합을 이용하여 건강행위의 분석을 시

도해 왔다(Chiolero et al., 2006; Fine et al., 2004; Keller et al., 2008; 김

지미, 2003; 김혜련, 2003; 박경용, 2010; 윤태호, 2000; 이정민, 2011). 행

위 개수의 합에 따라 건강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는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건강행위를 많이 실천하면 건강 수준이 좋고 건강위험행위를 많이 행하면 

건강 수준이 나쁘다는 가설을 검정하고 있다. 

건강위험행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예방전략을 세우고자 할 때에는 여

러 가지 건강행위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건강행위 중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 다양한 변

수가 존재하므로 특정 행위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박경용(2010)은 그의 연구에서 건강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건강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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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금연, 절주, 식습관, 건강검진은 만성질환 이환군에

서 수행률이 높고, 체중조절, 운동, 적정수면 등은 만성질환 비이환군에서 

높았다고 하였다. 박경용(2010)의 연구를 통해서 건강행위를 개수의 합으

로 구분하는 경우, 대상자의 특성별로 포함된 건강행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위험행위 개수의 합으로만 군집을 분석하면 2개 군집, 3개 군집, 5개 

군집 등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되어, 막상 군집에 포함되는 건강위험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 알 수 없어서 군집의 특성이 모호하게 드러난다. 

 

2.3 O/E ratio(관찰치와 기대빈도의 비) 

 

특정 건강위험행위가 어떤 행위와 함께 일어나는지 분석한 연구들이 있

다.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은 관찰빈도를 기대빈도로 나누어(O/E ratio)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 군집이라고 할 수 있다(Chou, 2008; Laaksonen et al., 

2001; Schuit et al., 2002; Takakura et al., 2001; 강기원 et al., 2010).  

분석에 사용할 건강위험행위를 표로 제시하면서 가능한 조합을 만들고, 

건강위험행위가 일어나는 빈도에 대해 관찰치와 기대빈도의 비를 분석한다. 

연관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전체 2n개의 가능한 레벨의 분할표를 분석하게 

된다. 각 건강위험행위가 독립적이라면 그 행위들이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해준 것과 같으며, 건강행위 조합의 기대빈도는 건강위험행위의 

확률에 전체 대상자 수를 곱하여 구한다(이승욱, 1998). 

예를 들어, 관찰 대상자 수가 N일 때, A, B, C라는 건강위험행위가 일어

날 확률을 각각 a, b, c 라고 한다면, A, B, C 모든 위험행위를 하는 대상자

의 기대 빈도는(a*b*c)*N이 되고, A와 B 행위만 하는 경우 a*b*(1-c)*N

의 기대빈도를 갖게 된다(Schuit et al., 2002; 강기원 et al., 2010).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관찰치

가 매우 작은 셀(cells)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O/E 값을 구하기 

위해 분할표를 작성하였다. 확고한 결론을 얻기 위해 건강위험행위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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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합을 만들어서 27개인 128개의 표를 분석하였다. 분명 많은 빈 셀

(empty cell)들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표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매우 

어려웠고 통계값을 계산할 수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는 

셀(cell)은 매우 희박하였다. 따라서, 변수의 개수가 늘어나면 O/E 값을 이

용하여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군집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2.4 K-means cluster analysis 

 

강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K평균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건강행위 전반

에 대한 군집분류를 하였다. 흡연량, 음주량, 운동량의 세 가지 변수를 사

용하여 군집 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 흡연군, 음주군, 운동군, 건강 증진

군, 수동적 태도군 등 다섯 가지의 매우 흥미로운 군집들을 발견하였다(강

은정, 2007).  

이 분석은 대상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건강행위의 측정값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결정된 군집 수 k에 기초하여 각 관측값을 군집의 중심

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군집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관찰값들이 연속변수

로 측정이 되어있어야 한다. 분석 결과 건강행위의 양(예를 들어 음주량, 

흡연량 등)에 따라 군집이 분류되었고, 건강한 행위와 건강하지 않은 행위

가 혼합되어 있는 군집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동적 태도군은 흡연량과 

음주량은 낮지만 운동량도 낮은 군이었으며, 흡연군은 운동을 많이 하지만 

흡연이라는 위험행위도 많이 하는 군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서 건강위험행위 군집을 찾

고자 하였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을 포

함한 7가지 행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위에 대한 측정을 이분변수로 

하였고, 위험한 행위의 집합만을 찾아 군집으로 정의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분석방법은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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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외국의 건강행위 군집 연구 

 

Table 2에는 건강행위 군집현상에 대한 외국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Steele(1972)의 연구는 건강검진, 구강검진, 안과검진, 건강보험 가입 등

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각 건강행위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건강행위

들의 합을 건강행위지수로 사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건강행위지수

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Burke 등(1997)은 남녀 및 흡연 여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흡연하는 

대상자들에서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식이섬유 섭취, 지방 섭취 등 4

가지 건강위험행위의 관련성을 행위별 chi-square test로 제시하였다. 

 

Johansson 등(1999)은 스웨덴 국민의 10년 간의 건강자료를 조사하여 

흡연량에 따라 카테고리를 만들고 신체적 비활동과 체질량지수 등을 함께 

매치(matching)하여 건강행위변화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하였다. 

 

Laaksonen 등(2001)은 흡연, 음주, 신체적 비활동, 건강하지 않은 식이 

등의 변수를 이용하였고, 이들의 가능한 조합인 16가지 조합 중, 13가지 

조합에 대해 각 조합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하였다. 

 

Schuit 등(2002)은 흡연, 신체적 비활동, 부족한 과일 섭취, 과도한 음주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16가지 가능한 조합의 O/E를 구한 후, 흡연과 과도

한 음주가 나타날 가능성, 흡연과 신체적 비활동이 나타날 가능성 등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된 군집이 나타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하였다. 

 

Fine 등(2004)은 대상자들이 행하고 있는 흡연, 과체중, 신체적 비활동, 

과도한 음주 등의 건강위험행위의 평균개수를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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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만성질병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는 모델링을 하였다. 

 

Pronk 등(2004)은 금연, 건강한 식이, 정상 체질량지수, 신체활동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가능한 16가지의 조합을 구하여 분포를 살펴보고, 건강행

위의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모델링을 하였다. 

 

Chiolero 등(2006)은 흡연량을 보정하면서 신체적 비활동, 부족한 채소/

과일 섭취, 과도한 음주 등의 행위 개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모델링을 

하였다. 

 

Poortinga W.(2007), Chou K.-L.(2008)은 흡연, 음주, 채소/과일 섭취 

부족, 신체적 비활동의 변수를 이용하여 16가지의 조합의 분포를 O/E로 

확인 후 흡연과 음주, 흡연과 신체적 비활동 등 두 가지의 건강위험행위들

이 함께 일어날 가능성을 예측하는 모델링을 하였다. 또한 건강위험행위 

개수를 한 가지 할 가능성, 두 가지 할 가능성, 세 가지 할 가능성, 네 가지 

할 가능성 등의 multinomial multilevel regression modeling을 하였다. 

 

위 연구들은 흡연, 과도한 음주, 운동, 비만, 바람직하지 않은 식습관, 채

소나 과일 섭취 부족, 과도한 지방섭취 등의 건강위험행위 변수, 건강검진, 

치과나 안과 검진 등의 행위변수를 이용하였다.  

 

각 연구에서는 3개에서 5개까지의 건강행위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부터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O/E값을 계

산 후 이에 대한 오즈비를 구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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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occurrence of health related behavior and measurement of 

association in previous studies 

Study CS HD PI OB UD LFV EF PC DV EV 

Measure of 

association 

Steele  

et al, 1972 
       O O O 

correlation 

accumulation 

Burke  

et al, 1997 
 O O    O    logistic regression 

Johansson  

et al, 1999 
O  O O       

Regression 

(interaction term) 

Laaksonen  

et al, 2001 
O O O  O      

accumulation,  

log-linear model 

Schuit   

et al, 2002 
O O O   O     O/E(POR) 

Fine  

et al, 2004 
O O O O       

accumulation,  

multinomial logit 

analysis 

Pronk  

et al, 2004 
O O O O    O   

accumulation, 

proportional odds 

model 

Chiolero  

et al, 2006 
O O O      O  logistic regression 

Poortinga 

W., 2007 
O O O      O  

O/E(POR), 

multinomial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Chou KL, 

2008 
O O O      O  

O/E(P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OB: obesity, UD: 

undesirable diet,  LFV: lack of fruit and vegetables,  EF: excessive fat intake,  PC: physical 

check up,  DV: dental visit, EV: eye doctor visit, O/E: observed/expected frequency, POR: 

prevalence odds ratio 

 

또한 각 연구에서는 건강행위들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살펴보기 위해 건

강행위 개수의 합을 이용하여 건강행위 개수를 예측하는 모델

(regression)(Chiolero et al., 2006; Chou, 2008; Emmons et al., 1994; 

Fine et al., 2004; Poortinga, 2007), 건강행위 개수의 합을 서열화하여 건

강행위 개수를 예측하는 모델 (Pronk et al., 2004), 한 가지 행위를 기준으

로 다른 행위들이 함께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Burke et al., 1997; 

Laaksonen et al., 2001), 건강행위 간에 독립성을 가정하고 기대한 빈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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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많은 빈도가 함께 일어나는지에 근거한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O/E 

ratio) 등을 이용(Laaksonen et al., 2001; Poortinga, 2007)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6가지 이상의 건강행위의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며, 또한 건강행위의 조합 또한 두 가지, 세 가지 행

위의 조합으로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가설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건

강행위간의 다른 연관성의 가능성을 열어두지 못하였다. 

 

2.6 우리나라에서 건강행위 군집을 이용한 연구 

 

우리나라의 연구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윤태호(2000)의 연구에서는 비흡연, 적절한 음주, 운동, 비만 조절, 적절

한 수면, 규칙적인 아침 식사, 간식 섭취 등의 7가지 건강행위 각각을 실천

하는 것을 1로 하여 그 합을 건강행위 실천지수로 나타내 사회계층 간 건

강행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김혜련(2003)의 연구에서는 비흡연, 적절한 음주, 체중 조절, 운동, 적절한 

수면, 아침 식사 등의 6가지 행위 중 실천하는 개수의 합을 건강행위 실천지

수로 하여 사회계층별 분석 및 만성질환 유병과의 연관성 분석을 하였다. 

 

김지미(2003)의 연구에서는 비흡연, 적절한 음주, 운동, 체중 조절, 식습

관, 건강검진, 적절한 수면 등 건강행위들 간의 1:1 상관관계를 

spearman’s rho값으로 분석하고, 건강행위의 합을 이용하여 관련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강은정(2007)의 연구에서는 흡연량, 음주량, 신체활동량을 이용하여 군

집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5가지의 특징적인 군집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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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용(2010)의 연구에서는 금연, 체중조절, 절주, 운동, 식습관, 적정 수

면, 건강검진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건강행위의 합이 1개, 2개, 3개, 4개 등

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강기원 등(2010)의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신체적 비활동 등의 건강위

험행위의 가능한 8가지 조합에 대해 O/E 를 통해 분포를 살펴보고 각각의 

조합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모델링을 하였다. 

 

이정민(2011)의 연구에서는 금연, 절주, 체중 조절, 운동, 아침식사, 간식

절제, 적정 수면 등의 7가지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건강행위 실천지수

로 하여 건강행위 실천지수와 주관적 건강 수준을 분석하였다. 

 

Table 3. Co-occurrence of health related behavior and measurement of 

association in previous studies, Korea 

Study 
CS HD PI OB IS BS FS WC SD RD PE 

Measure of 

association 

Yoon, 2000 O O O O O O O     accumulation 

Kim, 2003 O O O O O O      accumulation 

Kim, 2003 O O O  O     O O 
correlation, 

accumulation 

Kang, 2007 O O O         
k-means cluster 

analysis 

Park, 2010 O O O  O   O O  O accumulation 

Kang et al, 

2010 
O O O         

POR, ordinal 

logistic regression 

Lee, 2011 O O O O O O O     accumulation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OB: obesity,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WC: weight control, SD: 

salty dietary habit,  RD: regular dietary habit,  PE: physical exam. POR: prevalence odd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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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건강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건강행위 개수의 

합(김지미, 2003; 김혜련, 2003; 박경용, 2010; 윤태호, 2000; 이정민, 

2011), 건강행위들 간의 상관관계(김지미, 2003)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집

분석(강은정, 2007), O/E 비교(강기원 et al., 2010) 등의 방법으로 군집현

상을 확인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나 우리나라 연구에서 주로 3~4가지 건강행위는 O/E 

값을 사용하여 군집이 형성된 건강행위 종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lameda County Study에서 분석한 건강행위처럼 7가지의 건강행위를 이

용한 경우에는 군집현상을 건강행위 개수의 합으로만 확인하였을 뿐, 군집

현상에 포함되는 건강행위 종류나 빈번하게 나타나는 군집의 형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건강행위 군집에 대한 연구에서는 건강행위나 건강위

험행위를 몇 가지 하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알 수 있었다. 

 

 

3. 연관성 분석(ARM: Association Rule Mining) 

 

ARM은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불리는데, 데이터 마이닝에서 자주 활

용되는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ARM은 아이템이라고 불리는 이분형 변수

들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높은지를 발견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분석의 목적은 변수들간에 상관성이 높은 그룹을 찾아내거나 

특정한 타겟과 관련해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찾아내는 것이다(Tan et al., 

2004).  

ARM은 대량 데이터에 숨어 있는 연관 규칙(association rule)을 찾는다. 

예를 들면 ‘흡연⇒음주’와 같은 규칙이다. 이 규칙은 흡연을 하는 대상자들

이 음주도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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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RM(Apriori algorithm & minimum support) 

 

ARM의 알고리즘 중 가장 잘 알려진 Apriori algorithm은 가장 빈번한 

아이템 세트를 찾아낸다.  

이 알고리즘은 두 가지 단계를 거친다. 우선,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몇 번

의 반복을 통해서 사전에 주어진 minimum support에 의해 frequent 

behavior set가 다음의 그림과 같이 추출된다. 

 

 

Figure 1. Apriori algorithm 

 

다음은 이들 behavior set로부터 minimum confidence를 만족하는 규칙

(rule)들을 최종 규칙으로 찾아낸다. 

연관규칙 예시를 위해 건강행위의 빈도를 a, b, c, d로 표시하였다(Table 4). 

 

Table 4. 2×2 contingency table for evaluation of association rule A⇒B 

  Behavior B Row total 

  B=1 B=0  

Behavior A 
A=1 a b a+b 

A=0 c d c+d 

Colum total a+c b+d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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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upport, Confidence, and Lift 

 

Support(A⇒B)는 A와 B의 두 가지 행위가 함께 나타날 확률을 뜻한다. 

즉, support는 전체 transaction에서 연관규칙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Support(A ⇒ B) = P(A ∩ B)

=
number of persons  doing A and B behaviors simultaneously

number  of all persons included

=
a

a + b + c + d
 

 

Confidence(A⇒B)는 A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B행위를 추가로 

하는 경우를 뜻하는 조건부확률에 해당된다. 즉, confidence는 항목 A를 

포함하는 transaction 중에서 항목 B도 포함하는 transaction의 비율을 의

미한다. 

 

 Confidence(A ⇒ B) = P(B|A) =
P(A ∩ B)

P(A)

=
number of persons doing A and B behaviors simultaneously

number of persons doing  A behavior
=

a

a + b
 

 

Lift는 연관규칙(A⇒B)의 support와 confidence를 동시에 고려하는 측

도로 사용된다. (A⇒B)라는 규칙(rule)의 lift는 두 가지 행위가 일어날 확

률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나타나는 expected confidence로 

confidence를 나눈 것이다. 어떠한 연관 규칙에 대하여 조건이 없을 때 기

대되는 결과에 비해, 조건이 추가될 때의 결과가 얼마나 더 향상되는지를 

알려주는 측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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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A ⇒ B) =
confidence(A ⇒ B)

P(B)
=

P(A ∩ B)

P(A) ∙ P(B)

=
Confidence(A ⇒ B)

Expected Confidence(A ⇒ B)
=
(a + b + c + d) × a

(a + b) × (a + c)
 

 

Lift는 행위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 값이 1보다 크면 양의 

상관관계, 1보다 작으면 음의 상관관계, 1과 같으면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

미한다(SAS Education, 2012). 

 

3.3 Lift와 OR, RR의 비교 

 

다음은 흡연과 음주의 예를 들어 표시하였다(Table 5).  

각 셀의 숫자는 각 행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숫자로 가정한다. 예를 들

어 (a)셀은 흡연을 하는 대상자가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대

상자의 수는 65명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Lift 값과 OR, 코호트 연구를 

가정할 경우의 RR을 비교하였다(Table 6). 

 

Table 5. 2×2 Contingency table of current smoking and heavy drinking 

 
Heavy drinking  

yes 

Heavy drinking  

no 

Row  

total 

Smoking yes 
65 

(a) 

450 

(b) 

515 

(a+b) 

Smoking no 
86 

(c) 

8,324 

(d) 

8,410 

(c+d) 

Colum total 
151 

(a+c) 

8,774 

(b+d) 

8,925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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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t =
a

(a + b)
 

(a + c)

(a + b + c + d)
=
(a + b + c + d) × a

(a + b) × (a + c)
 

 

  =
a

b
 
 

 
=
a b

c d
=
ad

bc
 

 

  =
a

(a + b)
 

c

(c + d)
=
a (a + b)

c (c + d)
=
(c + d) × a

(a + b) × c
 

 

 

Table 6. Lift vs OR vs RR 

 Lift OR RR 

Values 7.46 13.98 12.34 

 

Lift값은 기준이 되는 건강위험행위가 있는 대상자들에서 또 다른 건강위

험행위가 있는 비율을, 전체 대상자에서 해당 건강위험행위가 있는 행위의 

비율로 나누어 준 값이다.  

OR값은 기준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의 

비를, 기준이 되는 행위가 없을 때와 비교하는 값이다. 

RR값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알 수 있을 때, 기준이 되는 건강위험행위가 

있는 경우, 건강위험행위가 있는 대상자들에서 또 다른 건강위험행위가 있

는 비율을, 기준이 되는 건강위험행위가 없는 대상자들에서 또 다른 건강

위험행위가 있는 비율로 나누어 준 값이다. 

위의 예시로 계산된 값에서는 Lift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준이 

되는 건강위험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값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낮은 값으로도 건강위험행위의 연관성을 분

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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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ARM의 활용 

 

ARM은 경영 분야뿐 아니라 의학이나 역학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감염(Brossette et al., 1998), 심장질환의 예측(Lee 

et al., 2013), 암 사망률에 대한 사회경제적 패턴 연구(Vinnakota and 

Lam, 2006), 약물 부작용(Jin et al., 2008), 그리고 ADHD 

comorbidity(Tai and Chiu, 2009) 등의 연구에 활용되었다. 

회귀분석 모델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계적으로 테스트하여 하

나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수 있

다(Lemon et al., 2003). 그런데 변수들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분석

을 통해서 변수들의 조합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변수들의 조합의 

의미를 해석하기 쉽지 않다(Imamura et al., 2007). 

Decision tree 구조도 좋은 시스템이긴 하나 tree의 위계가 매우 중요하

여 변수들간의 단순한 조합을 찾아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Imamura et al., 

2007).  

데이터 내에서 건강위험행위의 패턴, 즉 다중건강위험행위를 각 행위마

다 동등하게 취급하여 찾아내기 위해서는 ARM이 좀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5 ARM의 장점 및 단점 

 

ARM은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찾고자 하는 특정한 연관성을 모를 때 분

석의 초기 작업으로 종종 이용된다. 

 

장점으로는 첫째, 결과가 분명하여 이해하기 쉽다. ‘A⇒B’라는 연관규칙

으로 표현된다. 둘째, 대규모 자료에 접근하려 할 때 초기 탐색적 단계에 

적용하여 다음 분석 절차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계산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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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들의 빈도를 나타내는 분할표를 만들어 support, confidence, lift를 구

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첫째, 변수가 늘어남에 따라 규칙을 생성 하는데 필요한 계

산량이 많아진다. 둘째, minimum support로 인해 중요한 규칙들을 고려대

상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다(배화수 et al., 2008). 이에 연구자들은 희

소하게 나타나는 변수이지만 특정 변수와는 높은 비율로 동시에 나타나는 

변수를 누락시키지 않기 위해 minimum support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하였다(현영준, 2006). 셋째, 단순 ARM은 중요한 변수에 대한 

결과를 누락시킬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weighted 

ARM을 적용하기도 하였다(김원석, 2007). 

 

 

4. 건강결정 요인 

 

생물학적 요인(human biology), 환경 요인(environment), 생활습관(life 

style) 및 보건의료체계(health care organization)의 요인은 인간의 질병과 

그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건강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Lalonde, 1974). 이 중 생활습관 요인은 체계적인 교육과 자기관리의 실

천으로 비교적 개선 가능성이 큰 요인이다(김혜련, 2009).  

1992년부터 4년 여간 수행된 국제 질병 부담 연구에서 전체 사망 중 영

양 불량, 물이나 위생 부족, 불건강한 성생활, 흡연, 음주, 직업, 고혈압, 운

동 부족, 약물 남용, 대기오염 등의 잘 알려진 10가지 위험요인이 전체 사

망의 39.9%를 차지하였고, 영양 불량,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의 중요한 

생활습관 요인은 23.1%를 차지하였다. 생활습관 요인이 알려진 39.9%의 

위험요인 중 57.9%에 해당하였다(Murray and Lopez, 1996).  

2005년도 OECD 건강데이터를 이용하여 건강 수준(잠재생명상실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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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Years of Life Loss(PYLL))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

구에서는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흡연량과 음주량이 감소하고, 칼

로리 섭취와 야채 섭취가 늘어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흡연

과 음주, 칼로리 섭취 등의 건강행위가 모두 건강 수준(PYLL)에 영향을 주

고 있다고 하였다(최윤정 et al., 2009).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결혼 상태, 교육수준, 가구소득, 입원 이용, 외래 이용, 예

방접종, 검진수검 등의 요인뿐 아니라, 체질량지수, 운동, 수면시간, 흡연, 

음주, 스트레스 인지율 등의 건강행위 관련 변수들이 기대수명과 삶의 질

(EQ-5D) 등에 모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령 and 문

현주, 2011). 

암,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은 우리 국민들의 사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통계청, 2012). 지

역사회에서의 심혈관질환 중재, 조기검진, 금연, 당뇨조절 프로젝트 등은 

만성질환을 줄여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암으로 인한 사망의 28%, 심혈

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45%, 당뇨병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50% 이상

은 건강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Mason et al., 

1987).  

 

 

5. 건강 수준 

 

신체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건강 수준이나 만성질병 

보유 여부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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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 수준은 임상검사에 의해 진단된 건강 수준은 아니지만, 사

망과의 관련성이 높아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측정할 때에 광범위하게 활

용된다(Idler and Benyamini, 1997; Kaplan and Camacho, 1983). 

또한 주관적 건강 수준과 만성질환 유병상태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나타나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박경용, 

2010; 윤강재, 2006).  

어떤 행위를 하는데 객관적인 판단보다 주관적인 인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건강행위를 예측하고 이들의 건강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는 주관적 인식이나 태도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정현주, 2005). 또한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주어 주관적 건강 수준에 따라 

건강실천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정현주, 2005). 이처럼 주관적 건강인식은 

개인의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다고 생각하

는 집단일수록 건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문상식, 2001). 

반대로 주관적 건강 수준은 개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더불어 건

강행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Subramanian et al., 2001).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고, 또한 건강행위 실천율 

또한 높다(김진희, 2011). 

여러 연구에서 여성, 고령, 저학력의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않

다고 하였으며(김진희, 2011; 윤강재, 2006), 질병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만

성질환 이환 집단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다(박경용, 2010). 

건강행위별로 살펴보면 흡연하는 경우와 신체활동이 부족한 경우, 비만

한 경우에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고, 음주군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김진희, 2011; 양현진,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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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만성질병 

 

만성질병 보유 여부를 건강 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만성질병은 주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7가지 건강위험행위와 관련된 

만성질병을 사용하였다.  

 

흡연(Katanoda et al., 2008), 과도한 음주(Bagnardi et al., 2001; 

Corrao et al., 2004), 신체적 비활동(Berlin and Colditz, 1990; Haskell, 

1994; Helmrich et al., 1991; Kannel and Sorlie, 1979; Kool et al., 2004; 

Paluska and Schwenk, 2000; Sesso et al., 2000; Wolff et al., 1999), 부

적절한 체중(Flegal et al., 2005; Larsson and Wolk, 2007; Luppino et al., 

2010; McGee, 2005), 부적절한 수면(Cappuccio et al., 2011; Cole and 

Dendukuri, 2003; Gallicchio and Kalesan, 2009), 아침 결식(Horikawa et 

al., 2011), 잦은 간식 섭취(Mekary et al., 2012) 등이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연구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건강위험행위에 의해서 전반적인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

니라 암과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아진다. 또한 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 만성 폐색성 폐질환, 이

상지질혈증, 골다공증, 위궤양, 요통, 우울증 등의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지거나 질병 진행이 악화될 수 있다(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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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Lifestyle risk behavior and health status in previous studies 

 
CS HD PI IW IS BS FS 

Overall death + 
 

+ + + 
  

Heart disease mortality + 
 

+ + + 
  

Cardiovascular disease mortality + 
 

+ + + 
  

Coronary heart disease 
 

± + 
    

Cancer related death 
    

+ 
  

Gastric cancer + + 
     

Liver cancer + + 
 

+ 
   

Colon cancer + + 
 

+ 
   

Lung cancer + + 
     

Breast cancer 
 

+ 
     

Cervix cancer + 
      

Liver cirrhosis 
 

+ 
     

Diabetes 
  

+ 
  

+ + 

Hypertension 
 

+ 
     

GI ulcer + 
      

Dyslipidemia + + + 
    

COPD + 
      

Osteoporosis + 
 

+ 
    

Back pain 
  

+ 
    

Depressive disease 
   

+ + 
  

Obesity 
     

+ 
 

A plus sign indicates a risk factor; a minus sign indicates a protective factor; blank cells 

indicate the factor was not studied. Each of the risk factors shown was examined in two or 

more studies.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S: Brischetto et al, 1983; Craig et al, 1989; Katanoda et al, 2008 

HD: Bagnardi et al, 2001; Corrao et al, 2004  

PI: Kannel et al, 1979; Berlin et al, 1990; Helmrich et al, 1991; Haskell, 1994; Mayer-Davis et 

al, 1998; Wolff et al, 1999; Sesso et al, 2000; Paluska et al, 2000; Kool et al, 2004, Pedersen 

and Saltin, 2006  

IW: Flegal et al, 2005; Mcgee et al, 2005; Larsson et al, 2007; Luppino et al, 2010 

IS: Cole et al, 2003; Gallicchio L et al, 2009, Cappuccio et al, 2010 

BS: Horikawa et al, 2011; Merkary et al, 2012 

FS: Merkar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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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항상성이나 알로스타시스(allostasis)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포함하는데, 

스트레스 반응으로 HPA(hypothalamic-pituitary-adrenal) 축과 교감신경계의 작

용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교감신경 자극이 지속되면 HPA 축이 활성화되고 혈

압이 올라가는 것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 연구들에서 부신 호르몬이 비만과 체지방을 복부로 집중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코티졸이 올라가면, 특히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대사에 이상이 오고 지방을 내장에 축적시키게 된다. 비슷한 기전으로 교감신경의 

활성화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한다.  

우울이나 스트레스 노출 후에 중추와 말초에도 비슷한 이상 반응이 오게 된다. 글

루코코티코이드 노출 후 음식 섭취가 증가하고 ‘렙틴 저항성’ 비만이 생겨, 렙틴과 

뉴로펩타이드 Y의 균형이 깨진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폭식이 나타난다.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심리사회적 • 사회경제적 문제, 우울하고 불안한 성향, 음

주와 흡연 등인데 성격과 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Björntorp, 2001).  

 

스트레스는 뇌에서 시작하여 뇌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급성 스

트레스 반응은 신경계, 심혈관계, 자율신경계, 면역계, 대사계에 반응을 일으켜 적응

과 생존을 돕는다. 그러나 만성 스트레스는 위와 같은 시스템이 조절되지 않게 하며 

병태생리적인 상황으로 악화시킨다. 만성 스트레스와 그에 따르는 개인의 행위 변화

(흡연, 과식, 음주, 수면 질 저하)로 인한 부담을 allostatic overload라고 하는데, 만

성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기전에 글루코코티코이드, 아미노산, 여러 가지 내분비 물

질들이 함께 관여하게 된다(McEwen, 2008).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혈중 지질 성분

을 증가시키고 혈전증을 초래한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경제적 수준과도 관련성을 가

져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다고 한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기

존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직업과 관련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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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심리적 지표들이 나빴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식이와는 무관하게 교감신경의 항진, 

혈관내막 세포의 손상을 통해 관상동맥 질환을 진행시킨다(김대희, 2002). 

 

성별, 결혼 상태, 직업 계층 등에 따라 스트레스 노출 정도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

났다. 그러나 스트레스 노출 정도가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사회경제적 상태

에 따라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Turner et al., 1995).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 분석 연구에서 남자에서는 직무자율성, 부적절한 사회적

지지, 직무 불안정, 조직불평등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고, 문제 음

주가 증가하여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정규직 근무, 직무

요구도가 높을수록 현재 흡연자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여자 근로자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 위험행위 간에 유의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전수현 et al., 

201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별로 건강행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

았으며, 남자근로자의 순환 근무, 여자 근로자의 순환 근무, 결혼 여부 등이 규칙적 

식사와 관련이 있었다(박현주 and 정혜선, 2010). 

우울감이 건강증진행위를 덜 하게 하고(Chang et al., 2013),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것과 우울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Teychenne et al., 2010).  

 

 

7. 건강행위와 건강 

 

Kasl and Cobb(1966)는 건강행위를 “질병을 예방하거나 증상이 없는 단계에서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 행해지는 모

든 활동”이라고 하였다(Kasl and Cobb,1966, in(Jean K. Langlie, 1979)). 여기에는 

건강검진, 백신 접종 등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행위들의 개념이 포함되었다. 이후 

건강을 유지하거나 손상을 예방하는 활동 등을 건강행위에 포함하는 일련의 연구들

이 이어졌고(Jean K. Langlie, 1979) 최근에는 건강행위를 주로 생활습관(Life style)

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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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 1965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lameda 

County에서 6,928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행위와 건강 수준에 대해 추적 조

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코호트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건

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7가지 건강행위와 삶의 질, 만성 질병, 사망률 등의 건

강수준과의 연관성을 밝혔다. 이 연구에 포함된 7가지 건강행위는 첫째, 식사를 규

칙적으로 하는 것, 둘째, 아침 식사를 하는 것, 셋째, 밤에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 넷째, 자신의 키에 대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다섯째, 흡연을 하지 않는 

것, 여섯째, 소량의 적절한 음주를 하는 것, 일곱째,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하는 것 등

이었다. 그 후 일련의 연구에서 이러한 건강행위들이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암 등

의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왔다(Housman and Dorman, 2005). 

건강행위를 많이 할수록 건강 수준이 좋아지고, 수명이 길어진다. Belloc(1973)은 

Alameda county연구의 5년 반 동안 추적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서, 건강행위를 

6~7개 실천한 남성은 4개 미만 실천한 그룹에 비해 기대수명이 11년이 더 길고, 여

성에서는 기대 수명의 차가 7년이라고 하였다. 또한 건강행위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

에서 연령, 소득, 질병 보유 등을 보정하고서도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고 

하였다(Belloc, 1973).  

2011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통계(통계청, 2012)에서 전체 사망 중 악성신생물, 뇌

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이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과 당뇨병, 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이 전체 사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6.5%에 이른다. 이는 건강습

관과 관련이 있는 질환들로서 건강행위 교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사망을 예

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다. 

Michael(1999)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50%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것이며,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건강습관과 건강을 향상시키면, 이는 곧 의료비 지출을 줄이

고 생산성을 올릴 것이라고 연구 자료를 통해 밝혔다(Michael, 1999). 

정영호 등(2006)은 흡연, 음주, 운동부족, 영양결핍 등의 4가지 건강 관련 행위만

으로 인한 질병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질병 비용에서 18.46%를 차지한

다고 하였으며, 건강행위 요인이 전체 건강위험요인 기여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1.3%에 이른다고 하였다(정영호 et al., 2006). 박정근(2010)은 건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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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담 중 비만과 음주에 의한 질병 부담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고 하였다(Figure 2). 

 

 

Figure 2. Trends in economic burden of disease in Korea(10 billion won) 

(박정근, 2010) 

 

7.1 흡연 

 

담배는 주요 사망원인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전체 

사망의 63%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며, 이 중 흡연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담배로 인해 매해 6백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 중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간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60만 명에 이른다(WHO, 2011). 

담배 연기에는 유해한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악성종양, 호흡기계 질

환, 순환기계 질환 등을 유발하고, 대사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임신과 출산

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한 간접흡연을 통해 비흡연자에게도 악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다.  

흡연을 하면 비흡연자에 비해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 지단백콜

레스테롤 등이 높아지고,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저하가 나타날 확률이 

유의하게 높으며(Craig et al., 1989), 하루 25개피 이상의 담배를 피는 흡

연자는 그 이하를 피는 흡연자나 비흡연자에 비해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

롤 수치는 낮았고, 중성지방 수치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Brischetto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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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주로 남자에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흡연 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최근 여성 흡연이 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흡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으나 흡연을 시작한 후 의존을 유발

하여 금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흡연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경제적으로 취

약한 계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 성별, 거주지, 

결혼 상태, 학력, 직업, 소득 등과 관련성을 보이며,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동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읍∙면 지역에서, 결혼한 경우에 비해 사별한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직업이 기능직이거나 단순 노무직인 경우, 소득이 

낮은 경우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강은정, 2007).  

 

7.2 과도한 음주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것은 사교 모임에서 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만 음주를 함으로써 알코올에 취하고, 그 독성에 영향을 받고, 의존성이 생

기는 특성으로 인하여 건강과 사회적인 결과에 위험이 따르고 있다.  

만성 질환은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알코올은 

교통사고 등의 상해와 같이 건강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기도 한다(WHO, 

201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음주 후 폭력 등이 개

인의 건강이나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저하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해 적정량의 음주를 하는 경우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

고, 고밀도 지단백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Facchini et al., 1994; 김창희 et al., 2010),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여성의 골다공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Sacco et al., 1999).  

그러나 알코올을 과량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 평균 공복혈당을 상승시키

고, 혈압을 높이며, 중성지방 및 혈소판 응집력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질환

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Corrao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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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로 인해 신경계 질환, 간경화와 같은 위장질환, 대장암, 직장암, 인

두나 후두암, 간암, 식도암, 구강암 등의 악성 종양, 장에 손상을 줄 수 있

다. 또한 의도하지 않은 상해를 입을 수 있으며,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고

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이며, 태아 증후군이나 조기 출산 부

작용 같은 위험이 있으며 당뇨 발생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연구에서 음주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음주율이 

높고,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음주율이 높다. 미혼보다 유배우자나 이혼 

또는 별거, 사별을 한 대상에서 높고, 소득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 높았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에 비해 농어업이나 기능단순 노무직에서 그 

비율이 높았고, 의료보험에서는 지역의료보험이 직장의료보험이나 의료급

여 대상자에 비해 높았다(강은정, 2007). 

 

7.3 신체적 비활동 

 

신체활동이 증가하면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가 동시에 일어나며, 혈청 

중성지방(triglyceride) 농도와 고밀도 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수치에 변화를 유발하고, 인슐린 분비가 향상된다

(Mayer-Davis et al., 1998). 이와 달리 운동을 하면 당불내인성 대상자가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고혈당을 

개선시킨다(Pan et al., 1997). 

신체활동을 하면 고혈압 환자에서 말초혈관 저항이 낮아지고, 심장지수

가 좋아지며, 혈압이 낮아지고 총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Jennings et al., 1986).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신체활동으로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한 사망률도 크게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Myers 등(2004)은 운동을 

중등도 이상 하거나 일을 하거나 여가시간을 활동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

망 위험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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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MET로 표시하는데 1 (버드캐런저 

and 김성옥 역, 2004), 일주일에 신체활동으로 소모되는 칼로리를 평소보

다 1,000칼로리 증가시키거나 운동을 1MET(metabolic equivalent) 증가

시키면 사망률의 20%를 감소시키는 이득이 있다고 한다(Myers et al., 

2004).  

암, 인슐린 저항성, 만성피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 만성 폐색성

폐질환, 골관절염 및 골다공증 등의 만성질환 환자에 운동을 처방함으로써 

질병의 진행 억제, 체력, 삶의 질 등에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edersen 

and Saltin, 2006).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권장운동을 실천하는 노인일수록 고혈

압, 관절염, 신경통, 위장질환, 빈혈 등의 유병률이 낮았다(진정권, 2008).  

신체활동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고, 청년이나 노인층에서 낮고, 배우자

가 있는 대상자에 비해 미혼이나 이혼/별거/사별의 경우 낮고, 소득 수준이 

낮은 대상자에서도 낮게 나타났다(강은정, 2007).  

 

7.4 부적절한 체중(저체중 또는 비만) 

 

정상 체질량지수에 비해 체질량지수 18.5 미만의 저체중에서는 사망 위

험이 더 높아지며(Flegal et al., 2005; Visscher et al., 2000),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비만에 대해서는 사망 위험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나, 체질량

지수 35 이상의 초고도 비만에서는 25세에서 69세까지 대상자의 사망 위

험이 1.16~2.6배로 높았다(Flegal et al., 2005).  

 

                                           

1 MET(metabolic equivalent): 신체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을 산소소비량을 기준으로 

표시. 운동 중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휴식 시 에너지 소비량의 몇 배인가로 표시한다. 

1MET는 휴식(편하게 앉아있기) 시 산소 소비량을 말하며, 예를 들어 평지에서 천천히 걷기

는 2MET, 계단 내려가기는 3MET에 해당된다. 

출처: 버드캐런저, 김성옥 역. 운동심리학. 2004. 대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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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부적절한 수면 시간 

 

7시간 미만 또는 8시간을 넘게 자는 수면 습관은 비만(Buxton and 

Marcelli, 2010; Gangwisch et al., 2005),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위험

을 높이는 위험요인이다(Buxton and Marcelli, 2010). 20년동안 추적한 코

호트 연구에서 5시간 미만 또는 10시간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아졌으며, 

7~8시간 수명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Yeo et al., 2013). 

적절한 수면을 한 대상자일수록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당

이 함유된 간식, 설탕이 함유된 음료수 등은 덜 섭취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더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Buxton et al., 2009). 

하룻밤 동안의 수면을 방해 받으면, 아침이나 저녁 식사 전 배고픔을 느

끼는 것이 더욱 심해지고, 에너지를 더욱 많이 섭취하게 되며, 그러함에도 

음식 섭취 후의 즐거움은 변화가 없어 비만을 촉진할 수 있다(Brondel et 

al., 2010).  

 

7.6 아침 결식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젊은 대상자일수록 아침 결식을 하는 

비율이 높은데,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침 결식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나 칼슘, 철분, 그리고 비타민 D 등을 덜 

섭취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혈압이 높고,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높다. 아침

을 결식하는 사람은 흡연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침 결식을 하는 여성은 

알코올을 더 섭취하고 운동은 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Sakata et al., 

2001).  

미국 NHANES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아침 식사를 안 하는 경우 

micronutrients 섭취가 sodium을 제외하고는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Kerver et al., 2006). 

타이완 서베이 데이터 연구에서 아침식사를 안 하는 대상자들은 비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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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1.34로 높았으며, 아침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비만 유병

률도 낮아졌다고 하였다(Huang et al., 2010).  

영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에너지의 대부

분을 섭취하는 대상자는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많은 그룹에 속한다 하더라

도, 평균 체질량지수가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또한 관찰기간 동안 모든 대

상자가 체중이 늘어났어도, 아침 식사에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섭취하는 

대상자들은 체중 증가가 비교적 적었다고 하였다(Purslow et al., 2008).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아침 식사를 안 하는 대상자는 

간식이나 다른 식사 횟수를 늘리더라도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

다(Mekary et al., 2012) 

노년층이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아침 결식은 사회경

제적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아침 결식을 자주하는 사람은 운동을 덜하는 

경향이 있고, 흡연, 음주, 비활동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다(Anna Keski-Rahkonen et al., 2003). 

 

7.7 잦은 간식 섭취 

 

간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간식을 하는 시간과 관계 없이 우유나 섬유

질이 든 음식 섭취를 덜하는 경향이 강했고, 커피, 차, 콜라, 아이스크림 등

을 간식으로 자주 섭취하였다(Hampl et al., 2003). 간식으로 섭취하게 되

는 식품의 종류를 고려한다면 자주 간식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더욱 많이 

섭취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덜 섭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호트 연구에서 저녁 식사 후 간식을 섭취하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제 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Mekary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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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8.1 성별 

 

예방적 건강행위는 질병, 손상, 죽음에 노출되는 행위부터 질병을 감지하

거나 예방하는 적극적인 행위까지 포함된다. 남자들은 흡연, 음주, 약물 복

용, 운전 등의 위험감수 행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예방적 행위를 여

자보다 덜 하고 있다. 

반면 여자들은 위험을 피하려 하고, 예방적인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데, 

이러한 행동들이 건강검진, 구강검진, 예방접종, 안과검진 등 의학적인 중

재를 필요로 할 때 더욱 그렇다. 특히 여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의학적 

용어로 이해하고 의료시스템 내에서 도움을 찾도록 권장받고 있다

(Nathanson, 1977). 

 

 

8.2 연령 

 

청년기에서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병

이 발현되어 유병률이 높아진다. 중년기는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증진행위보다는 건강위험행위를 보이는 대상자가 

많고 실제로 긴 근로시간과 스트레스로 직장 내에서 흡연, 문제성 음주를 

함께 한다(정소연 et al., 2007).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가 진행되고 있다. 2007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79.56세인데 비해 건강수

명은 71.0세로(통계청 and e-나라지표) 노년기에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뿐 아니라 질병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  

한국 노인들을 분석한 한 연구는 노인의 삶은 건강행위 추구로 이루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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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신체적인 쇠약함을 지각하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현상

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흡연, 음주, 식이 등 단편적인 지표 대신, 노

인들에 맞는 건강행위의 지표로 적절한 일하기, 관계망 형성하기, 체력 유

지하기, 적당한 몸 움직이기 등을 제시하였다(최영희 and 김순이, 1999). 

주관적 건강상태나 규칙적 운동, 연령 등이 건강행위를 잘 설명하는 요인

이라고 하면서 노인들도 건강행위를 실천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김남진, 2000). 

오현주(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환경은 직간접적으

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적 지지의 경우 노인

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매우 높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지역사회 환경은 인지된 장애성과 자기 효능감, 인지된 유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로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잘 조성된 지역사회 환경과 높은 사회적지지 환경에 노출될수록 자기 효능

감이 높아지며, 이로써 건강증진행위 실천도 강화될 수 있다(오현주, 2011).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예측모형을 구축한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요인, 사

회문화적 요인, 기능 수준, 인지상황적 특성, 인간관계뿐 아니라 상황 관련 

요인인 거주지역이나 건강증진서비스의 접근성이 모형에 포함되었다(이경

자 et al., 2001).  

 

8.3 결혼 

 

혼인한 사람의 건강 수준이 더 좋을 수 있다(Goldman, 1993; Gove et 

al., 1983; 이성용, 2005). 그 이유로 혼인이 주는 선별 효과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

우자의 돌봄으로 좋은 건강행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이혼한 남성은 배우자가 없어서의 문제도 있지만 이혼으로 인한 경

제적 어려움 때문에 건강 수준이 나빠진다(Lillard and Panis, 1996). 미국 

은퇴자 남성 자료에서 혼인 상태의 은퇴 고령 남성이 독신 상태의 은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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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남성과 유의미한 사망률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이혼하거나 별거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삶의 사건을 겪은 은퇴 고령남성보다는 낮은 사

망률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효과는 건강상태나 소득 및 교육수준

을 통제하였을 때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혼인 상태 효과라기보다는 개인의 소득상태나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기인

한 것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이성용, 2005). 

 

 

9.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행위 

 

과거와 달리 감염병이 줄어들고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사망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보건문제가 되었고, 발병기전이 감염병과 다름에

도 여전히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건강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조건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다뤄야 하는 문제임을 의미한

다(Link and Phelan, 1995). 

Link 등(1995)은 주요 질환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규명해 온 대부분의 

연구들이 식이, 콜레스테롤 수준, 운동 등과 같은 비교적 근접한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조건과 개인적 위험요인

을 함께 살펴보았다. 개인이 왜 건강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을 위험이 높은

지 그 이유를 간과하거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지지 등이 질병 발생에서 

근본적인 것이어서, 질병 발생 기전이 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강에 영향

을 준다는 점을 간과한다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중재만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려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였다(Link and Phelan, 1995). 

Marmot 등(1978)은 영국 자료를 분석하여 관상동맥질환이 육체노동자 

계층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이 상류층보다 더 높아

진다고 주장하며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1930~1950년대에는 상류층에서 심장질환이 높았지만 



３８ 

 

1961년경에는 하위 계층에서 더 높아졌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계층 

분포의 차이는 측정(진단) 방법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하위 계층의 사망률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 계층이 흡연을 더 많이 하고, 

당을 더 많이 섭취하며, 덜 정제된 밀로 된 빵을 적게 섭취하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 섭취와 관련해서는 사회계층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사회계층으로 인한 사망률의 차이를 건강행위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하였다(Marmot et al., 1978).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위 계층이 상류 계층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현상

은 여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하위 계층이 흡연을 더 많이 하고, 운

동을 덜 하며, 더 비만하고, 내당능(glucose tolerance)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 있다고 하면서 상류계층이 이러한 위험에 덜 노출되는 기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Rose and Marmot, 1981).  

최근 질병 발생에 있어 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

강행위가 이러한 기전에서 완충 효과, 매개 효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

구가 있었다. 대사증후군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교육 수준과 흡연, 교육 

수준과 음주의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백경원(2004)은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만 흡연과 음주가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며,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이 변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즉, 낮은 교육 수준에서는 건강행위

의 역할보다 낮은 교육 수준 자체가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사증후군 유병과 중재변수(사회심리적 요인, 건강행위 요인)를 함께 분석

하여 건강행위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호작용이 대사증후군의 유병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완충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백경

원, 2004). 

중고령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중년기는 노년기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른 건강 수준에 운동과 음주라는 건강행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하여, 

운동을 안 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는 군에 비해 운동을 하거나 적정 음주

를 하는 군은 주관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서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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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건강 수준과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고려할 때에 사회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 직업, 소득 수준이 사용된다.  

교육, 직업, 소득 중 한 가지 지표만 확인한다면 세 가지 다 이용할 때에 

비해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세 가지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다(Wnkleby et al., 1992). 

 

9.1 교육 

 

교육 수준에 대한 자료는 초기 성인기 후부터는 고용 상태와 상관없이 

얻을 수 있고 직업이나 소득에 비해서 심하게 변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적

인 자료이다. 연속변수로 얻을 수 있으며, 게다가 쉽게 응답을 얻을 수 있

고, 역학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며 비교가 가능한 지표이다. 교육받은 양과 

지식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네트워크에 영향을 줌으로써 건강행위와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Liberatos et al., 1988). 

교육 수준 변수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

할 수 있고 또한 여러 연령대의 대상자들을 왜곡하는 코호트 효과가 일어

날 수 있으므로 사회계층 수준을 고려할 때 교육 수준을 단독으로 사용하

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Wnkleby et al., 1992).  

 

9.2 직업 

 

교육 수준에 따라 직업 선택이 영향을 받고 또한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

조를 이루고 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직업이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유해환경과 의사결정력이 낮은 지위, 사회

적 지지를 덜 받는 상황 등의 사회심리적 환경 등이 직업으로 인한 건강 

수준에 영향을 준다(Lynch and Kaplan, 2000).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업을 당한 경우에는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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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실업으로 인해 청년층이나 노년층보다 중년층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한 실업으로 인해 불규칙적인 식사, 흡연량의 증가, 음주량

의 증가 등 건강위험행위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홍대균 et 

al., 2009). 

 

9.3 소득 

 

직업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교육, 소득과 관련이 있다. 소득은 단일한 기

준으로 측정할 수 있어 측정이 쉬운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경제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직업적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교적 불안정한 변수일 수 있다. 또한 개

인의 소득으로만 측정하지 말고 가족의 크기를 고려하여 가구 소득으로 사

용할 필요가 있다(Liberatos et al., 1988).  

소득에 의해 건강, 의식주, 교통, 의료서비스, 문화와 여가 • 운동 • 육아 

등에 대한 기회 및 환경 오염 물질에의 노출 등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소

득은 건강의 다양한 요소들과 관련이 있다. 소득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물질적 조건과 관련 있는 유용한 변수이다(Lynch and Kapl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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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시행한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KNHANES Ⅳ)(질병관리본부)를 활용하였다. KNHANES는 읍면동, 조

사구, 가구 등의 표본추출단위가 단계적으로 구성된 전국을 대표하는 확률

표본으로서 다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 거

주하는 모든 가구와 국민을 목표모집단으로 하며, KNHANES Ⅳ는「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의 조사구를 추출틀로 활용하여 총 600개 조

사구의 선정된 가구내 만 1세이상 가구원 31,705명을 조사 대상으로 계획

되었다. 조사 대상자 중에서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중 1개 이

상 참여자는 24,871명으로 전체조사 참여율은 78.4%였다.  

본 연구는 KNHANES Ⅳ 자료의 20세 이상 대상자 18,210명 중에서 

건강행위 설문에 결측값이 없이 응답한 14,833명(81.46%)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Table 8), 건강설문조사와 검진조사, 영양조사의 식습관 조사 등을 

이용하였다.  

 

Table 8. Study populations 

Year 2007 2008 2009 Total 

Women 1,052 3,586 3,837 8,925 

Men 983 2,256 2,669 5,908 

Weight(year) 0.2 0.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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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자료는「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공개 및 활용규정」에 따

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은 후 홈페이지(http://knhanes.cdc.go.kr)에

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였다. 다운로드 받은 자료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자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는 삭제된 원시자료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IRB No: 12-2013-04-03). 

 

2. 변수 정의 

 

2.1 건강위험행위 변수 

 

건강위험행위 군집은 건강위험행위를 2가지 이상 함께 하고 있는 경우로 정의하

였다. 

Alameda county Study에서 사용한 7가지 건강행위 변수를 이용하여 보건 지침

을 지키지 않는 경우를 건강위험행위로 정의하였다(Schoenborn, 1986). 모든 건강

행위 변수를 실천함과 실천 안함의 두 가지로 분류하여 건강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것, 즉 위험행위를 분석하였다. 건강위험행위는 흡연(CS: current smoking), 과도한 

음주(HD: heavy drinking), 신체적 비활동(PI: physical inactivity), 부적절한 체중

(IW: inadequate weight), 부적절한 수면(IS: inadequate sleep), 아침 결식(BS: 

breakfast skipping), 그리고 간식 섭취(FS: frequent snacking) 등의 7가지이다.  

 

• CS는 현재 흡연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Fine et al., 2004; Poortinga, 2007). 

• HD는 건강설문에서 음주량을 계산하여 음주량 25g/day 이상으로 정의하였다

(Corrao et al., 2004; V Bagnardi et al., 2001). 

• PI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실천하거나 격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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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을 최소 2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천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

로 정의하였다(Haskell et al., 2007). 

• IW는 체중조절을 안 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체중에 대한 항목으로, 저체중

(BMI<18.5 kg/㎡) 또는 비만(BMI≧ 25 kg/㎡)인 경우로 정의하였다(Weisell, 2002).  

• IS는 수면시간이 하루 7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Schoenborn, 1986; Yeo et al., 2013). 

• BS는 건강설문에서 어제와 오늘 아침식사를 하였는지 질문하였고, 하루라도 아

침식사를 안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아침 결식으로 정의하였다.  

• FS는 잦은 간식 섭취를 정의한 것으로 간식의 횟수가 증가하면 차나 당이 함유

된 간식을 섭취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에 따라(Hampl et al., 2003), 간식의 종류

와 양에 상관 없이 횟수로 분류하였다. 전체 대상자에서 간식 섭취 분포를 확인하고, 

분포에서 95%이상에 해당되는 하루 평균 3번 이상 섭취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2 건강 수준 변수 

 

2.2.1 주관적 건강 

 

주관적 건강이 보통 또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 좋음으로 구분하였고, 나쁘다고 응

답한 경우를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2.2.2 만성질병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만성질병 

종류는 건강행위와 관련된 연구(Table 7)에 근거하였으며 표에 정리하였다(Table 

9). 

포함된 질병 변수는 암(Botteri et al., 2008; Katanoda et al., 2008; V Bagnardi 

et al., 2001), 요통(Kool et al., 2004), 골다공증(Wolff et al., 1999), 소화기 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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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noda et al., 2008), 간질환(Corrao et al., 2004), 당뇨병(Myers et al., 2004), 

고혈압(Corrao et al., 2004), 뇌혈관질환, 만성폐색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Katanoda et al., 2008; Myers et al., 2004), 우울증

(Strawbridge et al., 2002), 그리고 이상지질혈증(Myers et al., 2004; Taylor et al., 

2004) 등의 질병이다.  

또한 만성질병을 종류에 따라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 내분

비질환, 위장질환, 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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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Diseases included in the Chronic Disease Variable 

Variables Definition Cluster 

Cancer Diagnosed gastric cancer, liver cancer, 

colon cancer, lung cancer, breast 

cancer, cervix cancer 

cancer 

CVD diagnosed cerebro-vascular disease by 

doctor 

cerebrovascular disease 

CAD diagnosed myocardiac infarction or 

angina pectoris 

cardiovscular disease 

Diabetes FBS≥126 mg/dl or diagnosed diabetes 

by doctor or taking prescribed medicine 

endocrinologic disease 

Liver disease Diagnosed liver cirrhosis by doctor gastro-intestinal disease 

Hypertension SBP≥140 or DBP≥90mmHg or 

Diagnosed by doctor or taking 

prescribed medicine 

cardiovscular disease 

Dyslipidemia Total cholesterol ≥240mg/dl or LDL 

≥160mg/dl or HDL <40mg/dl or 

Triglyceride ≥200mg/dl or diagnosed 

dyslipidemia by doctor or taking 

prescribed medicine 

endocrinologic disease 

COPD Diagnose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by doctor 

chronic respiratory disease 

Gastric ulcer Diagnosed by doctor gastro-intestinal disease 

Osteoporosis Diagnosed by doctor musculoskeletal conditions 

Back pain Diagnosed by doctor musculoskeletal conditions 

Depressive disorder Diagnosed by doctor psychiatric disorders 

 

 

2.3 개인의 특성 변수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많이 느낀다와 적게 느낀다로 나누었다. 우울감은 최근 2주

이상 연속으로 우울감을 느낀적이 있다와 없다로 나누었다.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결혼상태, 교육, 직업, 소득 수준 등을 사용하였다. 연령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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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2) 45~64, (3) 65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거주 지역은: (1) 대도시, (2) 중소

도시, (3) 읍·면 등으로 나누었다. 결혼상태는: (1) 결혼, (2) 별거/이혼/사별, (3) 미혼 

등으로 나누었다. 교육은: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

업, (4) 대학교 졸업 등으로 나누었다. 직업은: (1) 비육체노동, (2) 육체노동, (3) 무직 

등으로 나누었다. 소득은: 월평균 가계균등화 소득으로서 가구소득을 가족수의 제곱

근으로 나누어 (OECD), (1) 1분위, (2) 2분위, (3) 3분위, (4) 4분위 등으로 나누었다.  

 

 

3.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 개인의 건강 수준 등이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3). 

 

 

Figure 3. The stud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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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건강위험행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Chiolero et al., 

2006; Poortinga, 2007)에 따라 여자와 남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으며, 분

석 과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Figure 4). 

 

 

Figure 4. Data analysis framework 

 

자료를 정리하여 ARM의 과정과 통계적 분석 과정의 두 부분으로 분석

하였다.  

ARM에서는 연구자가 새로 부여한 개인 아이디와 건강위험행위 변수만

을 이용하여 자료의 형태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연관규칙을 생성하였

다. Minimum support와 confidence의 threshold를 만족하는 연관규칙을 

확인한 후, 전체 건강위험행위 변수의 변수별 연관관계를 도식화하는 link 

diagram을 만들었다. 

통계분석에서는 남, 여 대상자의 변수별 분포와 연관성 분석 결과 나타

난 연관규칙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고, 건강위험행위 군집을 예측하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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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상자들의 특징 

 

건강위험행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을 여자와 남자 그룹으

로 나누어 인구사회학적 특징, 건강위험행위 특징, 건강 수준 특징 등을 살

펴보았다. 

 

 

4.2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 

 

4.2.1 Accumulation(건강위험행위의 개수) 

 

전체 대상자의 분포에서 건강위험행위의 개수를 살펴보았다. 흡연, 과도

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 아침 결식, 잦은 

간식 섭취 등의 7가지 건강위험행위 중 0은 건강위험행위를 한 개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7은 7가지 건강위험행위를 모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2.2 O/E ratio 

 

건강위험행위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7가지 위험행위의 가능한 조합

을 만들어 빈도를 구하였다. 군집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에서 건

강위험행위의 개수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여자 대상자는 

8,925명 중 8,418명을, 남자 대상자는 5,908명 중 5,670명을 대상으로 건

강위험행위의 조합을 분석하였다.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은 관찰빈도를 기대빈도로 나누어(O/E ratio) 1보

다 큰 경우 군집으로 판단하고(Chou, 2008; Laaksonen et al., 2001; 

Poortinga, 2007; Schuit et al., 2002; Takakura et al., 2001; 강기원 et 

al., 2010), 결과 표(Table 1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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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ARM 

 

건강위험행위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ARM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RM 결과 연관성이 높아 연관규칙에 포함되는 건강위험

행위들은 대상자들이 함께 행하고 있는 건강위험행위이므로 건강위험행위 

군집으로 정의하였다.  

 

ARM에서는 분석의 알고리즘이 건강위험행위가 없는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건강위험행위가 있는 경우만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의 개수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여자 

대상자는 8,925명 중 8,418명, 남자 대상자는 5,908명 중 5,670명의 대상

자의 건강위험행위를 ARM 하였다. 

 

ARM 시에 연관규칙에 포함되는 건강위험행위 개수를 최대 7개까지 분

석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건강위험행위의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석

하였다. Minimum support, confidence 등을 고려하면서 연관규칙을 살펴

보았다. Figure 5, 6에서는 각각의 threshold 수준에서 발견되는 연관규칙

의 개수, 연관규칙에 포함된 위험행위 등을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RM을 위한 minimum support 수준을 높일수록 발견되는 연관규칙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즉, 많은 대상자가 나타내고 있는 군집만 나타

나게 되며, 군집에 포함되는 행위의 개수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 minimum 

support 수준을 낮게 하면 발견되는 연관규칙의 수가 매우 많아지게 되며, 

군집을 나타내는 대상자가 매우 적은 경우에 대한 연관규칙도 나타내게 된

다. 이 때에는 비슷한 연관규칙들이 많고 이를 모두 해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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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상자의 ARM: 

 

전체 대상자의 분포(Table 11)에서 여자 대상자에서는 건강위험행위의 

빈도가 낮았고, 또한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빈도도 낮았다. 전체 대상자의 

분포에서 여자 대상자에서는 1개 또는 2개의 건강위험행위 군집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므로 연관규칙에 최소 2개의 건강위험행위가 포함되고, 

support와 confidence가 너무 낮아지지 않는 수준에서 ARM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Figure 5에서 살펴보면, 연관규칙에 포함되는 건강위험행위의 개수가 

minimum support 2%에서 3개 행위가 포함된 연관규칙이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Minimum support 2%에서는 2개 행위가 포함된 연관규칙, 3개 행위가 

포함된 연관규칙이 생성된다는 의미이다. minimum support가 높아짐에 따

라 연관규칙이 생성되는 개수가 작아지고, 생성된 연관규칙들 중 가장 높

은 confidence를 나타내는 연관규칙의 confidence도 조금씩 낮아진다.  

생성되는 연관규칙들에 포함되는 건강위험행위의 개수와 confidence를 

조절하고, 연관규칙들이 의미하는 대상자들의 분포를 너무 낮지 않은 정도

로 조절하기 위해 support의 threshold를 2%로 정하였고, confidence의 

threshold는 50%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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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inimum support, confidence, and number of rules among women 

under confidence 50% 

 

남자 대상자의 ARM: 

 

반면, 남자 대상자에서는 2개와 3개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Table 11) 이러한 군집이 포함되는 수준을 고려하였고, 이에 

support threshold를 2%, confidence의 threshold를 60%로 정하였다

(Figure 6). 

 

Figure 6. Minimum support, confidence, and number of rules among men under 

confidenc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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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2%라는 것은 ARM으로 얻어진 연관규칙 중 건강위험행위 조합

이 전체 빈도에서 2% 이상이 되는 경우만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Confidence 60%는 어떠한 건강위험행위들이 있을 때 다른 건강위험행

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조건부 확률이 60% 이상 되는 연관규칙만 허용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Lift의 threshold를 “1보다 큰 경우”라고 정한 것은 건강위험행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규칙(rules)만 허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위

험행위 군집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연관규칙을 통하여 건강위험행위의 연관성, 연관성의 방향, 빈번하게 나

타나는 건강위험행위 군집 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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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RM 결과의 평가 및 다른 데이터에 적용 

 

Chi-square test를 하여 ARM 결과로 나타난 연관규칙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평가하였다. ARM 결과의 lift값과 Chi-square test결과 OR값을 비

교하였다. 

 

다른 건강조사 데이터에서도 본 연구의 연관규칙이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관규칙

에 대해 Chi-square test를 하였고, 연관규칙에 의해 만들어진 건강위험행

위 군집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4.4 건강위험행위 군집 예측 요인 

 

연관규칙에서 함께 나타난 건강위험행위들을 군집으로 정의하고, 발생 

빈도가 높고 연관성 강도가 높은 군집들 중 대표적인 군집을 예시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측 요인을 살펴보았다. 

 

4.5 분석에 사용한 통계 패키지 

 

KNHANES는 복합표본설계로 이루어진 서베이 조사이므로 전체 대상자

의 분포를 확인하는 빈도 분석과 건강위험행위의 군집 발생에 대한 예측 

모델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할 때에 survey procedure를 사용

하였다. 조사 자료에서 제시한 건강행위 설문과 검진, 영양 조사에 대한 가

중치를 사용하여 surveyfreq, surveylogistic 등의 procedure를 사용하였

다. 분석을 위하여 SAS 9.3과 SAS Enterprise Miner 4.3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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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대상자들의 특징 

 

1.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 

 

대상자들은 연령 분포,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직업, 가구 소득, 스트레스, 

우울감 등의 변수에서 남녀 별로 차이를 보인다(Table 10). 

여자 대상자에서는 남자 대상자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더 높고

(16.0%), 혼인한 적이 있으나 별거/이혼/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비율

(17.3%)이 높았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26.5%), 직업이 없는 대상

자의 비율(60.8%)이 높았다. 스트레스를 인지한다고 답한 비율(31.3%)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18.9%)이 높았다.  

반면, 남자에서는 20~44세 대상자(54.9%), 미혼인 대상자(23.2%)의 비

율이 높았다. 고졸 이상의 교육 수준을 가진 대상자 비율(75.7%), 비육체

노동, 육체노동 등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71.1%)이 더 높았다. 스트레

스가 심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73.8%)과, 우울감을 안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90.5%)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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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Overall 

n=14,833(%) 

Women %
*
 

(n=8,925) 

Men %
*
 

(n=5,908) 

Age 
   

   20~44 6,076(41.0) 50.7  54.9  

   45~64 5,163(69.6) 33.3  33.9  

   65+ 3,594(24.2) 16.0  11.2  

Region 
   

   Metropolitan 6,293(42.4) 48.7  47.2  

   Urban 4,750(64.0) 34.8  35.4  

   Rural 3,790(25.6) 16.6  17.4  

Marital status 
   

   Married 10,871(73.5) 68.2  72.0  

   Separated/Widowed 2,252(30.5) 17.3  4.8  

   Never married 1,660(11.2) 14.5  23.2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3,631(24.5) 25.3  33.8  

   High school 4,916(33.2) 37.7  41.9  

   Middle school 1,716(11.6) 10.5  10.7  

   Non or Elementary school 4,544(30.7) 26.5  13.6  

Job 
   

  Non manual 959(7.3) 7.1  12.1  

  Manual 5,857(44.4) 32.1  59.0  

  No Job 6,384(48.4) 60.8  29.0  

Income level 
   

   1st Quartile 3,863(26.7) 29.2  31.3  

   2nd Quartile 3,824(26.4) 28.4  29.8  

   3rd Quartile 3,599(24.8) 25.4  24.3  

   4th Quartile 3,199(22.1) 17.1  14.7  

Stress 
   

   No 10,703(72.2) 68.7  73.8  

   Yes 4,127(27.8) 31.3  26.2  

Depressiveness 
   

   No 12,480(84.1) 81.1  90.5  

   Yes 2,352(15.9) 18.9  9.5  

* Proportions were calculated by surveyfreq procedure, using sample weights from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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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위 특징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위의 특징을 살펴보았다(Table 11). 

남녀 모두 신체적 비활동인 대상자의 비율(74.6%)이 가장 높았으며, 부

적절한 수면의 비율(49.1%)이 두 번째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7가

지 건강위험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 대상자는 5.0%로 나타났다. 건강위

험행위를 7가지 모두 하는 대상자는 없었다. 

여자 대상자들에서는 7가지 건강위험행위 중 1가지만 하거나 2가지 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66.8%). 남자 대상자에 비해 흡연을 하거나 위험 

음주를 하는 비율은 낮았으나, 신체적 비활동에 해당하는 비율(77.0%)이 

높았다. 수면시간이 부적절(48.6%)하거나 간식을 자주 하는 비율(8.4%)도 

높았다.  

반면 남자 대상자들에서는 건강위험행위를 2가지, 또는 3가지 하는 비율

이 가장 높았으며(58.1%), 5가지 위험행위를 하는 대상자도 5.1%로 나타

났다. 흡연을 하는 대상자(46.5%)와 과도한 음주를 하는 대상자(18.4%)의 

비율이 높았으며, 체중이 저체중이거나 비만인 부적절한 체중(40.2%)의 비

율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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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risk behaviors 

 

     Overall 

n=14,833(%) 

Women %
*
 

(n=8,925) 

Men %
*
 

(n=5,908) 

Number of  

lifestyle risk  behaviors    
0 745( 5.0) 5.4  3.6  

1 3,737(25.2) 28.6  17.0  

2 5,401(36.4) 38.2  31.2  

3 3,441(23.2) 21.3  26.9  

4 1,182(10.3) 5.4  15.4  

5 291( 3.0) 0.9  5.1  

6 36( 0.4) 0.2  0.6  

7 0(0.0) 0.0 0.0 

    
Current Smoking 

   
   No 11,836(79.8) 93.1  53.5  

   Yes 2,997(20.2) 6.9  46.5  

Heavy Drinking 
   

   No 13,663(92.1) 97.7  81.6  

   Yes 1,170( 7.9) 2.3  18.4  

Physical Inactivity 
   

   No 3,774(25.4) 23.0  28.2  

   Yes 11,059(74.6) 77.0  71.8  

Inadequate Weight 
   

   No 9,398(63.4) 66.3  59.8  

   Yes 5,435(36.6) 33.7  40.2  

Inadequate Sleep 
   

   No 7,557(50.9) 51.4  53.1  

   Yes 7,276(49.1) 48.6  46.9  

Breakfast Skipping 
   

   No 12,525(84.4) 80.7  78.4  

   Yes 2,308(15.6) 19.3  21.6  

Frequent Snacking 
   

   No 13,817(93.2) 91.6  94.0  

   Yes 1,016( 6.8) 8.4  6.0  
* Proportions were calculated by surveyfreq procedure, using sample weights from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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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상자들의 건강 수준 특징 

 

다음은 대상자들의 건강 수준의 특징을 제시한 표이다(Table 12). 

여자 대상자들에게서 남자 대상자들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쁘다고 응답

(24.7%)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대상자의 49.6%가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

고 답하였다. 

여자 대상자들이 진단받은 만성질병을 살펴보면,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을 

포함하는 심혈관질환 비율이 22.7%,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을 포함하는 내분비질

환이 19.9%, 골다공증이나 요통 등을 포함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20.2%로 나타났다. 

우울증을 진단받은 경우는 4.4%로 남자 대상자들(1.3%)보다 높게 나타났다. 

남자 대상자들에게서는 여자 대상자보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쁘다고 대답한 대

상자의 비율이 낮았으나, 만성질병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비율(58.2%)은 더 높았

다.  

남자 대상자들이 진단받은 만성질병을 살펴보면, 심혈관질환(28.7%), 내분비질환

(25.7%), 위장질환(22.1%) 등으로 그 비율이 여자 대상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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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haracteristics of health status 

 

   Overall 

n=14,833(%) 

Women %
*
 

(n=8,925) 

Men %
*
 

(n=5,908) 

Self reported health 
   

   Fair/Good 11,019(74.4) 75.3  83.7  

   Bad 3,794(25.6) 24.7  16.3  

Chronic disease† 
   

   No 5,996(40.4) 50.4  41.8  

   Yes 8,837(59.6) 49.6  58.2  

    
Cancer 

   
   No 14,544(98.1) 98.1  98.9  

   Yes 289( 1.9) 1.9  1.1  

Cardiovascular disease 
   

   No 10,280(69.3) 77.3  71.3  

   Yes 4,553(30.7) 22.7  28.7  

Cerebrovascular disease 
   

   No 14,478(97.6) 98.6  98.3  

   Yes 355( 2.4) 1.4  1.7  

Respiratory disease 
   

   No 14,711(99.2) 99.4  99.4  

   Yes 122( 0.8) 0.6  0.6  

Endocrinologic disease 
   

   No 11,104(74.9) 80.1  74.3  

   Yes 3,729(25.1) 19.9  25.7  

Gastro-intestinal disease 
   

   No 12,625(85.1) 91.1  77.9  

   Yes 2208(14.9) 8.9  22.1  

Musculoskeletal conditions 
   

   No 11,825(79.7) 79.8  90.0  

   Yes 3008(20.3) 20.2  10.0  

Psychiatric disorders 
   

   No 14,294(96.4) 95.6  98.7  

   Yes 539( 3.6) 4.4  1.3  
* Proportions were calculated by surveyfreq procedure, using sample weights from the survey.  

†chronic disease includes cancer, hypertension, coronary artery disease, cerebro vascular 

disease,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diabetes, dyslipidemia, liver disease, gastric 

ulcer, osteoporosis, back pain, and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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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 ratio로 본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 

 

O/E ratio로 확인한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의 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Table 30~37). 

각 건강위험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를 1로, 해당되는 않는 경우를 0으로 

표기하였으며, 건강위험행위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므로 7개 

행위의 조합이(0,0,0,0,0,0,0)에 해당되는 조합은 관찰 대상자수가 0이 되

어 O/E값을 0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건강위험행위 개수가 늘어날수록 확률값이 낮아져서 기대빈도가 낮아지

게 되는데, 관찰된 값이 그에 비해 높아서 O/E ratio값이 커지게 된다.  

비록 해당되는 대상자수는 매우 적지만 이러한 건강위험행위 유형을 보

이는 경우, 건강위험행위 개수가 늘어날수록 나머지 위험행위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겠다. 

 

Table 13에 부록에 제시한 Table 32~39에서 O/E값이 1보다 크게 나타

나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해당되는 경우를 성별, 포함된 건강위험행위의 개

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Size에서 1은 단일 건강위험행위이고, 2부터 

6까지 표시된 경우는 건강위험행위 2개 이상인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해당

된다. 

여자 대상자에서는 두 개 행위의 군집은 11가지, 세 개 행위의 군집은 

19가지 등으로 나타났고, 남자 대상자에서는 두 개 행위의 군집은 11가지, 

세 개 행위의 군집은 13가지, 네 개 행위의 군집은 18가지 등으로 나타났

다. 

 

Table 32~39에서 분석한 O/E값은 관찰빈도를 기대빈도로 나눈 것이므

로 ARM의 lift값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O/E값으로 확인한 건강위험행위의 군집은, 전체 대상자를 가능한 건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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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행위의 조합을 이용하여 128가지의 경우에 대해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군집이다. 이 경우 각각의 조합이 상호배타적이어서 각 군집의 서

로 다른 행위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강위험행위를 

더 많이 늘려서 분석할 경우 각 셀(cell)의 관찰값이 작아져서 아주 작은 

값으로도 O/E값이 크게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O/E값을 통해서 건강위험행위의 군집을 파악하는 데에는 관찰빈

도에 크게 의존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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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Lifestyle risk behavior group according to the included behaviors 

Size 1 2 3 4 5 6 

Women 

HD 

PI 

IW 

IS 

BS 

FS 

BSFS 

ISBS 

ISFS 

IWBS 

IWFS 

IWIS 

PIBS 

PIFS 

HDIS 

CSBS 

CSHD 

ISBSFS 

IWISBS 

IWISFS 

PIBSFS 

PIIWIS 

HDISBS 

HDIWIS 

HDIWFS 

HDIWBS 

HDPIBS 

CSBSFS 

CSISFS 

CSISBS 

CSIWFS 

CSIWBS 

CSPIBS 

CSHDBS 

CSHDIS 

CSHDPI 

IWISBSFS 

PIISBSFS 

HDIWISBS 

CSIWISFS 

CSIWISBS 

CSPIBSFS 

CSPIISBS 

CSPIIWBS 

CSHDBSFS 

CSHDISBS 

CSHDIWIS 

CSHDPIBS 

CSHDPIIS 

CSHDPIIW 

CSIWISBSFS 

CSPIISBSFS 

CSPIIWBSFS 

CSPIIWISBS 

CSHDIWISBS 

CSHDPIISBS 

CSHDPIIWBS 

CSHDPIIWIS 

CSPIIWISBSFS 

CSHDIWISBSFS 

CSHDPIIWISBS 

Men 

FS 

IS 

IW 

PI 

CS 

IWIS 

PIBS 

PIFS 

PIIS 

PIIW 

HDIS 

HDIW 

CSFS 

CSBS 

CSHD 

CSISBS 

ISBSFS 

IWISFS 

PIIWIS 

HDIWIS 

HDBSFS 

CSBSFS 

CSIWBS 

CSPIBS 

CSHDBS 

CSHDIS 

CSHDIW 

CSHDPI 

CSISBS 

IWISBSFS 

PIISBSFS 

PIIWISFS 

HDIWISBS 

HDPIIWFS 

CSIWISBS 

CSPIBSFS 

CSPIISFS 

CSPIISBS 

CSPIIWBS 

CSIWBSFS 

CSHDBSFS 

CSHDISBS 

CSHDIWBS 

CSHDIWIS 

CSHDPIBS 

CSHDPIIS 

CSHDPIIW 

PIIWISBSFS 

HDPIIWISFS 

CSPIISBSFS 

CSPIIWBSFS 

CSPIIWISBS 

CSHDISBSFS 

CSHDIWISFS 

CSHDIWISBS 

CSHDPIBSFS 

CSHDPIISFS 

CSHDPIISBS 

CSHDPIIWBS 

CSHDPIIWBSFS 

CSHDPIIWISBS 

Size is the number of lifestyle risk behaviors included in the lifestyle risk behavior group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BSFS: group of doing breakfast skipping and frequent snacking. 

ISBSFS: group of doing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and frequent snacking 

simultaneously. 

IWISBSFS: group of doing inadequate weight,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and 

frequent snacking simultaneously. 

CSIWISBSFS: group of doing current smoking, inadequate weight,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and frequent snacking simultaneously. 

CSPIIWISBSFS: group of doing current smok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and frequent snacking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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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위험행위 ARM 결과 

 

Table 14에 ARM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관규칙(Rule)에 의하면 부적절한 수면, 

신체적 비활동, 흡연 등에 관한 것인데, 남자와 여자에서 연관규칙이 다른 형태로 나

타났다. 연관규칙(예를 들어 rule(A⇒B))의 방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대신하여 화

살표 왼쪽에 나타나는 변수를 predictor, 오른쪽에 나타나는 변수를 predicted로 정

리하여 predicted, lift, confidence, support를 기준으로 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우선 여자 대상자에서 살펴보면(Table 14), minimum support와 confidence의 

threshold를 만족하여 ARM 결과로 나타난 연관규칙은 모두 부적절한 수면시간과 

관련된 것이었다.  

흡연을 하는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았다(confidence 55.34%, 

lift 1.06). 신체적 비활동과 흡연을 함께 하는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

이 높았다(confidence 55.14%, lift 1.06). 신체적 비활동과 체중 조절을 안 하는 대

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았다(confidence 52.38%, lift 1.01).  

예를 들어 연관규칙을 설명하면, 신체적 비활동과 흡연이라는 위험행위를 함께 갖

고 있는 여자 대상자의 55.14%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하다. 전체 대상자에서 이 세 

가지 위험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경우는 2.6%에 해당된다. 임의의 어떠한 대상자가 수

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에 비해, 신체적 비활동과 흡연을 모두 하는 대상자가 수

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은 1.06배이다.  

 

남자 대상자에서 살펴보면, 연관규칙이 여자 대상자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났다. 

Minimum confidence를 60%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관규칙이 16개로 더 많이 

나타났다. ARM 결과로 나타난 연관규칙은 모두 신체적 비활동 및 흡연과 관련된 것

이었다.  

체중조절을 안 하고, 간식을 자주하는 경우 신체적 비활동일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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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78.46%, lift 1.05). 과도한 음주와 아침 결식을 하는 대상자는 흡연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confidence 66.84%, lift 1.53).  

예를 들어 연관규칙을 설명하면, 과도한 음주와 아침 결식을 하는 남자 

대상자의 66.84%는 흡연을 하고 있다. 전체 남자 대상자의 2.24%는 과

도한 음주를 하고, 아침 식사를 안 하며, 흡연을 함께 하고 있다. 임의의 

어떠한 대상자가 흡연을 할 가능성에 비해, 과도한 음주와 아침 결식을 

모두 하는 대상자가 흡연할 가능성은 1.53배이다. 

 

Table 14. Results of association rule mining of lifestyle risk behaviors  

Size Predictors Predicted Count 
Support 

(%) 

Confidence 

(%) 
Lift 

Women (n=8,418) 
     

2 CS IS 285 3.39 55.34 1.06 

3 PI & CS IS 220 2.61 55.14 1.06 

3 PI & IW IS 1,253 14.88 52.38 1.01 

       

Men (n = 5,670) 
     

3 IW & FS PI 102 1.80 78.46 1.05 

3 FS & CS PI 99 1.75 76.15 1.02 

3 IS & CS PI 890 15.7 75.04 1.01 

3 CS & BS PI 406 7.16 74.63 1.00 

4 IS & CS & BS PI 203 3.58 76.89 1.03 

4 IW & CS & BS PI 184 3.25 75.41 1.01 

5 IW & IS & CS & BS PI 85 1.50 74.56 1.00 

       

3 HD & BS CS 127 2.24 66.84 1.53 

3 IW & BS CS 244 4.30 63.54 1.45 

3 IS & BS CS 264 4.66 61.54 1.41 

3 PI & BS CS 406 7.16 60.51 1.38 

4 PI & HD & BS CS 90 1.59 66.67 1.53 

4 PI & IW & BS CS 184 3.25 66.43 1.52 

4 PI & IS & BS CS 203 3.58 64.86 1.48 

4 IW & IS & BS CS 114 2.01 62.30 1.42 

5 PI & IW & IS & BS CS 85 1.50 66.93 1.53 

ARM results: minimum support 2%, minimum confidence 50% for women, 60% for 

men. Rules are listed by order of predicted variables, lift, confidence, and support values in 

descendent order. Size: the number of risk behaviors included in the rule.  

Predictors are the variables to the left of the rule, and predicted variables are those to 

the right of the rule.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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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결과에서 lift값은 기대빈도에 비해 관찰빈도가 얼마나 높게 나타났느냐 하

는 값을 보여준다. Table 30~37에서 분석한 O/E값과 Table 14의 lift값은 같은 방

법으로 계산되었다. 다만, ARM에서의 연관규칙에 포함된 건강위험행위의 조합은 

Table 30~37에서 제시한 건강위험행위 조합과 달리 각 연관규칙이 상호배타적이

지 않다. 그래서 O/E값으로 lift값을 구하려면, 연관규칙에 포함된 건강위험행위가 

해당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CS⇒IS)의 연관규칙에서는 대상자들에서 다른 건강위험행위와 상관 없이 CS

와 IS에 해당되는 경우를 찾아 분할표를 만들고 계산할 수 있다. Table 32~35에서 

CS를 하는 대상자 515명, 안 하는 대상자 7,903명, IS를 하는 대상자 4,384명, IS를 

안 하는 대상자 4,034명, 건강위험행위를 1개 이상 하는 전체 대상자 8,418명 등으

로 하여 분할표를 만들면 lift값이 1.06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ARM에서는 연관규칙들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 연관규칙에 포함된 건강

위험행위 개수가 작은 경우 사이즈가 큰(포함된 건강위험행위 개수가 많은) 연관규

칙에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이 O/E값을 구한 표에서 군집을 구한 방법과 다르다. 

 

O/E값을 통해 건강위험행위 군집을 분석하였을 때에는 건강위험행위가 많은 경우

의 조합에 대해서는 빈도가 낮아져서 연관성의 강도가 약한 군집들에 대해서 더 이

상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른 빈도 분석을 추가로 해야 한다. 이에 비해 ARM

은 연구자가 대상자 분석에 필요한 minimum support, confidence의 threshold를 

만족하는 연관규칙을 확인함으로써, 대상자의 수, 연관성의 강도, 군집에 포함된 건

강위험행위의 개수 등을 고려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연관성의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데, ARM을 하면서 미리 가설을 가지고 접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 위험행위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특정 건강위험행위

를 하고 있을 때 함께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강위험행위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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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7가지 건강위험행위들 간의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제시하

였다(Figure 7).  

각 위험행위의 빈도와 행위간 연관성은 각 노드의 크기, 연결선의 굵기

와 색으로 표시하였다. 노드가 클수록 개별 위험행위 빈도가 높고, 연결선

이 굵고 붉은 색일수록 위험행위가 함께 일어나는 빈도가 높다. 

여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수면, 부적절한 체중의 빈도가 

가장 높아 해당되는 노드를 가장 크게 표시하였다. 또한 이 세 위험행위들 

간의 연관성이 높아 이 노드들을 연결하는 3개의 선을 붉고 가장 굵은 선

으로 표시하였다.  

남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수면, 흡연, 그리고 부적절한 

체중 빈도가 가장 높아서 그에 해당되는 노드를 가장 크게 표시하였다. 또

한 이 위험행위들 간의 연관성이 가장 높아서 해당되는 노드들을 연결하는 

6개의 선을 붉고 가장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 군집이 여자 대상

자보다 더욱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A)  (B)  

Figure 7. A link diagram derived from association rule mining(ARM) 
Link Analysis of SAS Enterprise Miner. Results of Women(A), Men(B) subjects. The size of 

each node indicates the count number of the behavior it represents. The color of each line 

indicates the count of the number of the link it represents. Red links have the highest count, 

blue the middle, and green the lowest 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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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M 결과의 평가 

 

ARM 결과로 나타난 연관규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평가하기 위해 각 연관규

칙에 대해 Chi-square test 결과를 함께 제시하였다. 

 

4.1 여자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 

 

ARM 결과로 나온 세 개의 연관규칙에 대해 chi-square test에서도 오즈비가 1보

다 크게 나타나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5).  

즉,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다(lift 1.06, OR 1.30, 95% CI 1.09-1.56).  

신체적 비활동과 흡연을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lift 1.06, OR 1.29, 95% CI 1.05-1.58).  

신체적 비활동과 부적절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lift 1.01, OR 1.20, 95% CI 1.09-1.31). 

 

 

Table 15. Results of association rule mining
*
 and chi-square test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women 

Size† Predictors Predicted Count Lift 
 

p OR 95% CI 

Women (n=8,925) 
       

2 CS IS 285 1.06 
 

0.0037 1.30 (1.09, 1.56) 

3 PI & CS IS 220 1.06 
 

0.0140 1.29 (1.05, 1.58) 

3 PI & IW IS 1,253 1.01 
 

<.0002 1.20 (1.09, 1.31) 

Rules are listed by order of predicted variables and lift values in descendent order. 
*
 ARM results of Minimum support 2%; minimum confidence50% for women.  

†
 Size is the number of lifestyle risk behaviors included in the rule.  

Predictors are the variables to the left of the rule, and predicted variables are those to 

the right of the rule.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OB: obesity;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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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남자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 

 

대부분의 연관규칙에서 chi-square test에서도 오즈비가 1보다 크게 나타나며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6).  

예를 들어 부적절한 수면시간, 흡연을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는 신체적

으로 비활동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lift 1.01, OR 

1.26, 95% CI 1.09-1.45).  

신체적 비활동, 아침 결식을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는 흡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lift 1.38, OR 2.33, 95% CI 

1.98-2.75).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아침 결식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흡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lift 1.52, OR 

2.87, 95% CI 2.23-3.70).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을 하고 있는 대상자는 흡

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lift 1.48, OR 

2.69, 95% CI 2.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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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sults of association rule mining
*
 and chi-square test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Size† Predictors Predicted Count Lift  p OR 95%CI 

Men (n=5,908)        

3 IW&FS PI 102 1.05  0.0773 1.47 (0.96, 2.24) 

3 FS&CS PI 99 1.02  0.2404 1.28 (0.85, 1.93) 

3 IS&CS PI 890 1.01  0.0020 1.26 (1.09, 1.45) 

3 CS&BS PI 406 1.00  0.0903 1.20 (0.98, 1.46) 

4 IS&CS&BS PI 203 1.03  0.0507 1.35 (1.01, 1.80) 

4 IW&CS&BS PI 184 1.01  0.1694 1.24 (0.92, 1.66) 

5 IW&IS&CS&BS PI 85 1.00  0.5300 1.18 (0.77, 1.80) 

     
 

   
3 HD&BS CS 127 1.53  <.0001 2.88 (2.12, 3.91) 

3 IW&BS CS 244 1.45  <.0001 2.56 (2.06, 3.17) 

3 IS&BS CS 264 1.41  <.0001 2.35 (1.92, 2.88) 

3 PI&BS CS 406 1.38  <.0001 2.33 (1.98, 2.75) 

4 PI&HD&BS CS 90 1.53  <.0001 2.83 (1.97, 4.06) 

4 PI&IW&BS CS 184 1.52  <.0001 2.87 (2.23, 3.70) 

4 PI&IS&BS CS 203 1.48  <.0001 2.69 (2.11, 3.41) 

4 IW&IS&BS CS 114 1.42  <.0001 2.34 (1.73, 3.17) 

5 PI&IW&IS&BS CS 85 1.53  <.0001 2.86 (1.97, 4.15) 

Rules are listed by order of predicted variables and lift values in descendent order. 
*
 ARM results of Minimum support 2%; minimum confidence 60% for men. 

†
 Size is the number of lifestyle risk behaviors included in the rule.  

Predictors are the variables to the left of the rule, and predicted variables are those to 

the right of the rule.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OB: obesity;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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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위험행위 군집이 나타나는 대상자들의 특징 

 

앞에서 건강위험행위들 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연관규칙을 찾아보았다.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부적절한 체중, 흡연 등과 관련된 연관규칙

이었다. 부적절한 수면시간은 주로 흡연, 신체적 비활동과 관련이 있었다. 

흡연은 다른 건강위험행위들과 함께 나타나면 신체적 비활동의 가능성을 

높였다. 아침 결식은 신체적 비활동이나 다른 건강위험행위들과 함께 하여 

흡연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연관성이 높은 건강위험행위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건강위험

행위 군집이라고 하고, 그 중 대상자가 많거나 오즈비가 높은 대표적인 건

강위험행위 군집을 예시로 하여 군집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5.1 여자 대상자에서 세 가지 행위 군집의 특성 

 

여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과 부적절한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 수면

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관규칙이 있었는데, 이 연관규칙에 해

당되는 대상자가 1,2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행위와 비

교할 수 있는 신체적 비활동과 흡연을 하면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관규칙이 세 가지 행위가 포함된 연관규칙으로 비교할 수 있다. 

신체적 비활동, 흡연, 부적절한 수면을 함께 하는 대상자를 PICSIS 군집,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을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를 

PIIWIS 군집으로 하여 두 개의 군집을 살펴보았다(Table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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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Lifestyle risk group among women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IW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연관규칙으로 만들어진 군집은 상호 배타적 그룹이 아니므로 PICSIS 군

집과 PIIWIS 군집에서 PI와 IS는 공통되고, CS와 IW만 다르도록 두 군집

의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대상자 수를 CS

에 138명, IW에 1,171명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Figure 8). 

 

Table 17에서 PICSIS 군집은 PIIWIS 군집에 비해 20~44세의 젊은 연

령이 많고(51.45%),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율(84.78%)이 높았

다. 별거/이혼/사별 및 미혼의 비율이 높았다(59.56%). 고등학교 이상의 학

력을 가진 대상자(50.37%)가 많았다. 비육체 노동자의 비율의 높았고

(6.87%), 스트레스를 인지한다고 하는 비율(42.03%)이 높았다. 

반면, PIIWIS 군집은 45세 이상의 연령(73.02%),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26.39%)이 높았다. 결혼을 한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았다(65.30%). 

또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54.06%)의 비율이 높았다. 육체 

노동의 비율도 30.64%로 높았다(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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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상자에서 PIIWIS 군집은 PICSIS 군집에 비해 만성질병을 진단받

은 비율이 높았다(70.28%)(Table 18).  

 

 

Table 17. Lifestyle risk group among women 

 

PIIS 

n=3,273(%) 

PICSIS % 

n=138 

PIIWIS % 

n=1,171 

Age***    

   20~44 1,134(34.65)  71(51.45) 316(26.99) 

   45~64 1,080(33.00)  28(20.29) 416(35.53) 

   65+ 1,059(32.36)  39(28.26) 439(37.49) 

Region*    

   Metropolitan 1,476(45.10)  67(48.55) 510(43.55) 

   Urban 1,011(30.89)  50(36.23) 352(30.06) 

   Rural 786(24.01)  21(15.22) 309(26.39) 

Marital status***    

   Married 2,117(64.84) 55(40.44) 762(65.30) 

   Separated/Widowed 875(26.80)  54(39.71) 338(28.96) 

   Never married 273(8.36)  27(19.85) 67(5.74)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575(17.61)  11(8.03) 140(11.98) 

   High school 915(28.02)  58(42.34) 281(24.04) 

   Middle school 324(9.92) 15(10.95) 116(9.92) 

   Non or Elementary school 1,452(44.46)  53(38.69) 632(54.06) 

Job*    

  Non manual 136(4.52) 9(6.87) 32(2.90) 

  Manual 947(31.49)  35(26.72) 338(30.64) 

  No Job 1,924(63.98)  87(66.41) 733(66.46) 

Income level    

   1st Quartile 713(22.48)  20(14.93) 209(18.46) 

   2nd Quartile 771(24.31)  31(23.13) 249(22.00) 

   3rd Quartile 788(24.84)  38(28.36) 306(27.03) 

   4th Quartile 900(28.37)  45(33.58) 368(32.51) 

Stress*    

   No 2,211(67.57)  80(57.97) 795(67.89) 

   Yes 1,061(32.43)  58(42.03) 376(32.11) 

Depressiveness    

   No 2,556(78.09)  103(74.64) 897(76.60) 

   Yes 717(21.91)  35(25.36) 274(23.40)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IW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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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WIS 군집에서 높게 나타난 만성질병은 심혈관질환(44.41%), 내분비

질환(32.45%), 근골격계 질환(31.00%) 등이었다(Table 18). 

 

 

Table 18. Lifestyle risk group among women 

 

PIIS 

n=3,273(%) 

PICSIS % 

n=138 

PIIWIS % 

n=1,171 

Self reported health 
   

   Fair/Good 2,189(66.96)  87(63.50) 723(61.79) 

   Bad 1,080(33.04)  50(36.50) 447(38.21) 

Chronic disease***    

   No 1,282(39.17)  65(47.10) 348(29.72) 

   Yes 1,991(60.83)  73(52.90) 823(70.28) 

    

Cancer    

   No 3,194(97.59)  135(97.83) 1,149(98.12) 

   Yes 79(2.41)  3(2.17) 22(1.88) 

Cardiovascular disease***    

   No 2,199(67.19)  99(71.74) 651(55.59) 

   Yes 1,074(32.81)  39(28.26) 520(44.41) 

Cerebrovascular disease    

   No 3,190(97.46)  135(97.83) 1,135(96.93) 

   Yes 83(2.54)  3(2.17) 36(3.07) 

Respiratory disease    

   No 3,248(99.24)  136(98.55) 1,162(99.23) 

   Yes 25(0.76)  2(1.45) 9(0.77) 

Endocrinologic disease*    

   No 2,440(74.55)  108(78.26) 791(67.55) 

   Yes 833(25.45)  30(21.74) 380(32.45) 

Gastro-intestinal disease    

   No 2,945(89.98)  126(91.30) 1,025(87.53) 

   Yes 328(10.02)  12(8.70) 146(12.47) 

Musculoskeletal conditions**    

   No 2,356(71.98)  112(81.16) 808(69.00) 

   Yes 917(28.02)  26(18.84) 363(31.00) 

Psychiatric disorders    

   No 3,078(94.04)  128(92.75) 1,096(93.60) 

   Yes 195(5.96)  10(7.25) 75(6.40)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IW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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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남자 대상자에서 세 가지 행위 군집의 특성 

 

남자 대상자에서는 부적절한 수면시간과 흡연을 하고 있으면 신체적으로 

비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관규칙의 대상자 수가 가장 많았다. 이 연관

규칙은 여자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는 건강위험행위의 종류는 

같으나 방향성이 다른 연관규칙이었다. 또한 남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

동과 아침 결식을 하면 흡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관규칙의 대

상자가 많았고, 앞의 부적절한 수면과 흡연, 신체적 비활동의 연관규칙과 

한 가지의 행위만 다른 연관규칙으로써 비교 대상으로 정하였다. 

앞의 연관규칙에서(Table 14) 흡연과 아침 결식을 하면 신체적 비활동의 

가능성이 높다(confidence 74.63%, lift 1.0)는 규칙과 신체적 비활동과 아

침 결식을 하면 흡연할 가능성이 높다(confidence 60.51%, lift 1.38)라는 

두 가지 연관규칙이 있었다. 

두 연관규칙에서 방향성과 강도는 다르지만 연관규칙에 포함된 건강위험

행위의 종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관규칙 모두 행위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이들 행위의 조합을 건강위험행위 군집으로 하여 예

시로 살펴보았다.  

신체적 비활동, 흡연, 부적절한 수면을 함께 하는 군집을 PICSIS 군집, 

신체적 비활동, 흡연, 아침 결식을 함께 하고 있는 군집을 PICSBS 군집으

로 하여 두 개의 군집을 예시로 살펴보았다(Table 19~20). 

PICSIS 군집과 PICSBS 군집에서 PI와 CS는 공통되고, IS와 BS만 다르

도록 두 군집의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대

상자 수를 IS에 687명, BS에 203명의 대상자를 비교하였다(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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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Lifestyle risk group among men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ICSB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breakfast skipping 

simultaneously. 
 

 

Table 19에서 PICSIS 군집은 PICSBS 군집에 비해 중장년층, 노년층 대

상자 비율이 높고(61.43%), 읍면 등의 시골에 거주하는 비율(31.59%), 결

혼을 하여 배우자와 함께 사는 대상자의 비율(78.04%)이 높았다. 또한 중

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43.71%)가 많았다. 육체노동의 직업 

및 직업이 없는 대상자도 많았다(91.53%). 

반면, PICSBS 군집은 20~44세 젊은 연령의 대상자(81.28%), 도시에 사

는 비율(87.68%)이 높았고, 미혼의 대상자 비율(34.16%)이 높았다. 고등

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의 비율(91.14%), 비육체 노동의 직

업(19.38%)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4분위의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대상자의 비율이 8.96%로 높았다. 스트레스를 인지한다고 하는 대상자

(37.93%)의 비율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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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상자에서 PICSIS 군집은 PICSBS 군집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

이 나쁘다고 하는 비율(25.44%),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비율(64.48%)이 높

았다(Table 20). 

 

Table 19. Lifestyle risk group among men 

 

PICS 

n=1,601(%) 

PICSIS % 

n=687 

PICSBS % 

n=203 

Age***    

   20~44 749(46.78)  265(38.57) 165(81.28) 

   45~64 549(34.29)  239(34.79) 32(15.76) 

   65+ 303(18.93)  183(26.64) 6(2.96) 

Region***    

   Metropolitan 708(44.22)  288(41.92) 116(57.14) 

   Urban 471(29.42)  182(26.49) 62(30.54) 

   Rural 422(26.36)  217(31.59) 25(12.32) 

Marital status***    

   Married 1,209(75.85)  533(78.04) 121(59.90) 

   Separated/Widowed 125(7.84)  61(8.93) 12(5.94) 

   Never married 260(16.31)  89(13.03) 69(34.16)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437(27.36)  160(23.39) 79(38.92) 

   High school 616(38.57)  225(32.89) 106(52.22) 

   Middle school 201(12.59)  99(14.47) 7(3.45) 

   Non or Elementary school 343(21.48)  200(29.24) 11(5.42) 

Job***    

  Non manual 140(10.21)  51(8.47) 31(19.38) 

  Manual 816(59.52)  360(59.80) 83(51.88) 

  No Job 415(30.27)  191(31.73) 46(28.75) 

Income level***    

   1st Quartile 393(25.06)  157(23.54) 56(27.86) 

   2nd Quartile 434(27.68)  166(24.89) 75(37.31) 

   3rd Quartile 386(24.62)  159(23.84) 52(25.87) 

   4th Quartile 355(22.64)  185(27.74) 18(8.96) 

Stress**    

   No 1,160(72.45)  502(73.07) 126(62.07) 

   Yes 441(27.55)  185(26.93) 77(37.93) 

Depressiveness    

   No 1,407(87.88)  587(85.44) 184(90.64) 

   Yes 194(12.12)  100(14.56) 19(9.36)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ICSB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breakfast skipping 

simultaneously.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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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SIS 군집에서 나타난 만성질병은 심혈관질환(32.17%), 뇌혈관질환

(3.64%) 등이었다(Table 20). 

 

 

Table 20. Lifestyle risk group among men 

 

PICS 

n=1,601(%) 

PICSIS % 

n=687 

PICSBS % 

n=203 

Self reported health*** 
   

   Fair/Good 1,267(79.29)  510(74.56) 175(86.21) 

   Bad 331(20.71)  174(25.44) 28(13.79) 

Chronic disease**    

   No 603(37.66)  244(35.52) 96(47.29) 

   Yes 998(62.34)  443(64.48) 107(52.71) 

    

Cancer    

   No 1,589(99.25)  678(98.69) 203(100.00) 

   Yes 12(0.75)  9(1.31) 0(0.00) 

Cardiovascular disease***    

   No 1,134(70.83)  466(67.83) 165(81.28) 

   Yes 467(29.17)  221(32.17) 38(18.72) 

Cerebrovascular disease**    

   No 1,562(97.56)  662(96.36) 203(100.00) 

   Yes 39(2.44)  25(3.64) 0(0.00) 

Respiratory disease    

   No 1,586(99.06)  679(98.84) 202(99.51) 

   Yes 15(0.94)  8(1.16) 1(0.49) 

Endocrinologic disease    

   No 1,124(70.21)  488(71.03) 151(74.38) 

   Yes 477(29.79)  199(28.97) 52(25.62) 

Gastro-intestinal disease    

   No 1,208(75.45)  517(75.25) 159(78.33) 

   Yes 393(24.55)  170(24.75) 44(21.67) 

Musculoskeletal conditions    

   No 1,422(88.82)  604(87.92) 182(89.66) 

   Yes 179(11.18)  83(12.08) 21(10.34) 

Psychiatric disorders    

   No 1,584(98.94)  679(98.84) 201(99.01) 

   Yes 17(1.06)  8(1.16) 2(0.99)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ICSB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breakfast skipping 

simultaneously.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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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남자 대상자에서 네 가지 행위 군집의 특성 

 

남자 대상자에서 네 가지 행위의 군집은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아침 결식, 흡연을 함께 하는 군집을 PIIWBSCS 군집, 신체적 비활동, 부

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흡연을 함께 하고 있는 군집을 PIISBSCS 군

집으로 하여 두 개의 군집을 예시로 살펴보았다. 

PIIWBSCS 군집과 PIISBSCS 군집에서 PI와 BS, CS는 공통되고, IW와 

IS만 다르도록 두 군집의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래서 IW에 99명, IS에 118명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Figure 10). 

 

 

Figure 10. Lifestyle risk group among men 
PIIW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PIIS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sleeping,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PIIWBSCS 군집은 PIISBSCS 군집에 비해 20~44세의 젊은 대상자의 

비율(89.90%)이 높았다(Table 21).  

반면, PIISBSCS 군집은 PIIWBSCS 군집에 비해 45세 이상의 대상자 비

율(24.57%)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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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상자에서 PIIWBSCS 군집은 PIISBSCS 군집에 비해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비율(58.59%)이 높았다(Table 22). 

 

 

Table 21. Lifestyle risk group among men 

 

PIBSCS 

n=321(%) 

PIIWBSCS % 

n=99 

PIISBSCS % 

n=118 

Age*    

   20~44 254(79.13) 89(89.90) 89(75.42) 

   45~64 58(18.07) 9(9.09) 26(22.03) 

   65+ 9(2.80)  1(1.01) 3(2.54) 

Region    

   Metropolitan 164(51.09)  49(49.49) 48(40.68) 

   Urban 116(36.14)  38(38.38) 54(45.76) 

   Rural 41(12.77)  12(12.12) 16(13.56) 

Marital status    

   Married 187(58.62)  59(60.20) 66(56.41) 

   Separated/Widowed 17(5.33)  5(5.10) 5(4.27) 

   Never married 115(36.05)  34(34.69) 46(39.32)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125(39.06)  42(42.42) 46(39.32) 

   High school 164(51.25)  51(51.52) 58(49.57) 

   Middle school 16(5.00)  4(4.04) 9(7.69) 

   Non or Elementary school 15(4.69)  2(2.02) 4(3.42) 

Job    

  Non manual 44(17.32)  15(20.27) 13(13.83) 

  Manual 135(53.15)  39(52.70) 52(55.32) 

  No Job 75(29.53)  20(27.03) 29(30.85) 

Income level    

   1st Quartile 84(26.58)  24(24.49) 28(24.35) 

   2nd Quartile 109(34.49)  40(40.82) 34(29.57) 

   3rd Quartile 88(27.85)  28(28.57) 36(31.30) 

   4th Quartile 35(11.08)  6(6.12) 17(14.78) 

Stress    

   No 200(62.31)  61(61.62) 74(62.71) 

   Yes 121(37.69)  38(38.38) 44(37.29) 

Depressiveness    

   No 293(91.28)  94(94.95) 109(92.37) 

   Yes 28(8.72)  5(5.05) 9(7.63) 

PIIW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PIIS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sleeping,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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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WBSCS 군집에서 높게 나타난 만성질병은 내분비질환(32.32%), 위

장관계 질환(32.32%) 등이었다(Table 22). 

 

 

Table 22. Lifestyle risk group among men 

 

PIBSCS 

n=321(%) 

PIIWBSCS % 

n=99 

PIISBSCS % 

n=118 

Self reported health 
   

   Fair/Good 278(86.60)  79(79.80) 103(87.29) 

   Bad 43(13.40)  20(20.20) 15(12.71) 

Chronic disease**    

   No 170(52.96)  41(41.41) 74(62.71) 

   Yes 151(47.04)  58(58.59) 44(37.29) 

    

Cancer    

   No 320(99.69)  99(100.00) 117(99.15) 

   Yes 1(0.31)  0(0.00) 1(0.85) 

Cardiovascular disease    

   No 265(82.55)  77(77.78) 100(84.75) 

   Yes 56(17.45)  22(22.22) 18(15.25) 

Cerebrovascular disease    

   No 320(99.69)  99(100.00) 117(99.15) 

   Yes 1(0.31)  0(0.00) 1(0.85) 

Respiratory disease    

   No 319(99.38)  99(100.00) 117(99.15) 

   Yes 2(0.62)  0(0.00) 1(0.85) 

Endocrinologic disease*    

   No 247(76.95)  67(67.68) 96(81.36) 

   Yes 74(23.05)  32(32.32) 22(18.64) 

Gastro-intestinal disease***    

   No 265(82.55)  67(67.68) 106(89.83) 

   Yes 56(17.45)  32(32.32) 12(10.17) 

Musculoskeletal conditions    

   No 290(90.34)  88(88.89) 108(91.53) 

   Yes 31(9.66)  11(11.11) 10(8.47) 

Psychiatric disorders    

   No 318(99.07)  99(100.00) 117(99.15) 

   Yes 3(0.93)  0(0.00) 1(0.85) 

PIIW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PIIS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sleeping,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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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자 대상자와 남자 대상자에서 군집 간에 진단받은 만성질병의 

개수가 다른지를 비교한 그림이다(Figure 11~13). 

 

세 가지 행위 군집의 비교에서는 여자 대상자에서 PICSIS 군집과 

PIIWIS 군집을 비교하였고, 남자 대상자에서는 PICSIS 군집과 PICSBS 군

집을 비교하였다. 

네 가지 행위 군집의 비교에서는 남자 대상자에서 PIIWBSCS 군집과 

PIISBSCS 군집을 비교하였다. 

 

여자 대상자에서 PICSIS, PIIWIS의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군집 간에 만성

질병 개수의 차가 있었고, PICSIS 군집의 진단받은 만성질병 개수가 더 많

았다(p<.0001). 

 

 

 

Figure 11. Number of chronic disease of three behavior group among women 
Result from GLM.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IW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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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상자에서 PICSIS, PICSBS의 세 가지 행위를 하는 군집 간에 만

성질병 개수의 차가 있었고, PICSIS 군집의 진단받은 만성질병 개수가 더 

많았다 (p<.0001).  

 

 

Figure 12. Number of chronic disease of three behavior group among men 
Result from GLM. PICSI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inadequate sleep simultaneously. PICSB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current smoking, 

and breakfast skipping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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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대상자에서 PIIWBSCS 군집과 PIISBSCS 군집의 네 가지 행위를 

하는 군집 간에 만성질병 개수의 차가 있었고, PIIWBSCS 군집의 진단받은 

만성질병 개수가 더 많았다(p=0.0029). 

 

 

Figure 13. Number of chronic disease of four behavior group among men 
Result from GLM. PIIW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PIISBSCS: Group of do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and current smoking simultaneously 

 

Table 17~22와 Figure 11~13을 통해 같은 건강위험행위의 개수에 해

당되는 군집이더라도 건강위험행위 군집 간에 인구학적 분포 및 건강 수준

이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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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강위험행위 군집을 예측하는 요인 

 

다음은 건강위험행위 군집이 나타나는 예측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

표적인 군집에 대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반응변수는 건강위험행위의 군집이고, 설명변수에는 개인의 특성, 만성질

병 진단 등의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참조 범

주에 비하여 설명변수의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분석하였으며, 참조 

범주에는 분석하고자 하는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

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PICSIS 군집에는 대상자가 PI, CS, IS 중 하나라

도 해당이 안 되면 참조 범주에 해당되도록 하였다. 

 

6.1 여자 대상자에서 PICSIS, PIIWIS 군집의 예측 요인 

 

Table 23에서 살펴보면, PICSIS 군집은 20~44세 대상자에 비해 연령이 

높으면 위험도가 낮아지고(OR 0.27, 95% CI 0.13-0.54), 유배우 대상자에 

비해 별거/이혼/사별을 하거나(OR 2.49, 95% CI 1.60-3.89), 미혼인 경우

(OR 2.46, 95% CI 1.57-3.87) 위험도가 높았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

수준 대상자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OR 7.91, 95% CI 3.20-19.53)

와 소득 수준이 1분위로 높은 경우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OR 

1.69, 95% CI 1.07-2.66) 위험도가 높았다. 

만성질병 진단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위

험도가 높았다(OR 2.03, 95% CI 1.42-2.90). 

PIIWIS 군집은 연령, 혼인 여부, 직업은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OR 3.11, 95% CI 2.24-4.33),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OR 1.28, 

95% CI 1.00-1.63) 위험도가 높았다.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으며(OR 1.36, 95% CI 1.13-

1.64), 스트레스 인지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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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patterns of three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women 

 

Model For 

PICSIS 

(n=220) 

vs no PICSIS 

 

Model for 

PIIWIS 

(n=1,253) 

vs no PIIWIS 

 
OR  (95% CI) 

 
OR  (95% CI) 

Age group 
   

   20~44 1 
 

1 

   45~64 0.29 (0.16, 0.52) 
 

0.96 (0.77, 1.20) 

   65+ 0.27 (0.13, 0.54) 
 

1.15 (0.85, 1.57) 

Marital status 
   

   Married 1 
 

1 

   Separated/ Widowed 2.49 (1.60, 3.89) 
 

0.92 (0.76, 1.11) 

   Never married 2.46 (1.57, 3.87) 
 

1.25 (0.91, 1.71) 

Education 
   

   College 1 
 

1 

   High school 3.51 (1.93, 6.38) 
 

1.44 (1.13, 1.82) 

   Middle school 4.77 (1.89, 12.02) 
 

1.79 (1.29, 2.47) 

   Elementary school 7.91 (3.20, 19.53) 
 

3.11 (2.24, 4.33) 

Job 
   

   Non manual 1 
 

1 

   Manual 1.06 (0.58, 1.93) 
 

0.77 (0.57, 1.04) 

   No job 1.18 (0.70, 2.01) 
 

1.02 (0.79, 1.31) 

Income 
   

   1st quartile 1 
 

1 

   2nd quartile 1.03 (0.62, 1.73) 
 

1.05 (0.83, 1.33) 

   3rd quartile 1.69 (1.07, 2.66) 
 

1.29 (1.03, 1.63) 

   4th quartile 1.59 (0.93, 2.72) 
 

1.28 (1.00, 1.63) 

Chronic disease 
   

   No 1 
 

1 

   Yes 1.15 (0.74, 1.78) 
 

1.36 (1.13, 1.64) 

Stress 
   

   No 1 
 

1 

   Yes 2.03 (1.42, 2.90) 
 

1.15 (0.97, 1.36)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constructed with survey logistic procedure using survey 

sample weights. 

Model for PICSIS: the model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imultaneous PI, CS, and IS among 

women. 

Model for PIIWIS: the model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imultaneous PI, IW, and IS amo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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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남자 대상자에서 PICSIS, PICSBS 군집의 예측 요인 

 

Table 24에서 살펴보면, PICSIS 군집은 20~44세 대상자에 비해 연령이 

높으면 위험도가 낮아졌다(OR 0.49, 95% CI 0.35-0.68). 유배우 대상자에 

비해 별거/이혼/사별을 한 경우 위험도가 높았으나(OR 1.56, 95% CI 

1.12-2.16), 미혼인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대상

자에 비해 중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 수준인 경우(OR 1.68, 95% CI 1.22-

2.30) 위험도가 높았으며, 소득 수준이 1분위로 높은 경우에 비해 소득 수

준이 낮은 경우(OR 1.48, 95% CI 1.11-1.99) 위험도가 높았다. 

만성질병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위험도

가 높았다(OR 1.35, 95% CI 1.12-1.62). 

PICSBS 군집은 연령이 높으면 위험도가 낮아졌다(OR 0.10, 95% CI 

0.05-0.20). 별거/이혼/사별한 경우(OR 1.79, 95% CI 1.09-2.94), 미혼인 

경우(OR 1.58, 95% CI 1.19-2.10) 위험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 직업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2번째, 3번째 사분

위의 소득 수준에서 위험도가 높았다(OR 1.48, 95% CI 1.07-2.04). 만성

질병의 진단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위험도

가 높았다(OR 1.73, 95% CI 1.3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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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patterns of three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Model For 

PICSIS 

(n=890) 

vs no PICSIS 

 

Model for 

PICSBS 

(n=406) 

vs no PICSBS 

 
OR  (95% CI) 

 
OR  (95% CI) 

Age group 
  

 

   20~44 1 
 

1 

   45~64 0.60 (0.47, 0.76) 
 

0.42 (0.30, 0.58) 

   65+ 0.49 (0.35, 0.68) 
 

0.10 (0.05, 0.20) 

Marital status 
  

 

   Married 1 
 

1 

   Separated/ Widowed 1.56 (1.12, 2.16) 
 

1.79 (1.09, 2.94) 

   Never married 1.09 (0.84, 1.41) 
 

1.58 (1.19, 2.10) 

Education 
  

 

   College 1 
 

1 

   High school 1.10 (0.86, 1.39) 
 

1.16 (0.88, 1.53) 

   Middle school 1.68 (1.22, 2.30) 
 

0.82 (0.47, 1.43) 

   Elementary school 1.73 (1.26, 2.38) 
 

0.90 (0.51, 1.58) 

Job 
  

 

   Non manual 1 
 

1 

   Manual 0.94 (0.74, 1.20) 
 

0.73 (0.54, 1.00) 

   No job 0.75 (0.55, 1.03) 
 

0.76 (0.52, 1.11) 

Income 
  

 

   1st quartile 1 
 

1 

   2nd quartile 0.99 (0.77, 1.26) 
 

1.41 (1.03, 1.91) 

   3rd quartile 1.02 (0.80, 1.30) 
 

1.48 (1.07, 2.04) 

   4th quartile 1.48 (1.11, 1.99) 
 

1.35 (0.90, 2.03) 

Chronic disease 
  

 

   No 1 
 

1 

   Yes 0.95 (0.79, 1.13) 
 

0.91 (0.72, 1.14) 

Stress 
  

 

   No 1 
 

1 

   Yes 1.35 (1.12, 1.62) 
 

1.73 (1.36, 2.19)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constructed with survey logistic procedure using survey 

sample weights. 

Model for PICSIS: the model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imultaneous PI, CS, and IS among 

men. 

Model for PICSBS: the model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imultaneous PI, CS, and BS among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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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남자 대상자에서 PIIWBSCS, PIISBSCS 군집의 예측 요인 

 

Table 25에서 살펴보면, PIIWBSCS 군집은 20~44세 대상자에 비해 연

령이 높으면 위험도가 낮아졌다(OR 0.04, 95% CI 0.02-0.12). 유배우 대

상자에 비해 별거/이혼/사별을 한 경우(OR 2.39, 95% CI 1.24-4.61) 위험

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 및 직업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소득 수준이 1분위의 높은 대

상자에 비해 2분위 소득의 대상자인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OR 1.68, 95% 

CI 1.10-2.58).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경우(OR 1.74, 95% CI 1.26-2.41), 스

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OR 1.45, 95% CI 1.05-2.00) 위험도가 높았다. 

PIISBSCS 군집은 연령이 높으면 위험도가 낮아졌다(OR 0.09, 95% CI 

0.04-0.22). 별거/이혼/사별한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미혼인 경우(OR 

1.78, 95% CI 1.18-2.70) 위험도가 높았다. 

교육 수준, 직업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4번째 사분위의 낮

은 소득 수준에서 위험도가 높았다(OR 1.85, 95% CI 1.06-3.20). 만성질

병의 진단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OR 1.80, 95% CI 1.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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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predicting patterns of four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Model For 

PIIWBSCS 

(n=184) 

vs no PIIWBSCS 

 

Model for 

PIISBSCS 

(n=203) 

vs no PIISBSCS 

 
OR  (95% CI) 

 
OR  (95% CI) 

Age group 
   

   20~44 1 
 

1 

   45~64 0.29 (0.18, 0.46) 
 

0.55 (0.36, 0.84) 

   65+ 0.04 (0.02, 0.12) 
 

0.09 (0.04, 0.22) 

Marital status 
   

   Married 1 
 

1 

   Separated/ Widowed 2.39 (1.24, 4.61) 
 

1.83 (0.97, 3.43) 

   Never married 1.38 (0.90, 2.11) 
 

1.78 (1.18, 2.70) 

Education 
   

   College 1 
 

1 

   High school 1.06 (0.72, 1.55) 
 

1.02 (0.68, 1.52) 

   Middle school 0.98 (0.48, 2.00) 
 

1.12 (0.56, 2.24) 

   Elementary school 1.02 (0.45, 2.34) 
 

0.91 (0.40, 2.05) 

Job 
   

   Non manual 1 
 

1 

   Manual 0.80 (0.54, 1.20) 
 

0.75 (0.48, 1.19) 

   No job 0.58 (0.35, 0.97) 
 

0.60 (0.33, 1.09) 

Income 
   

   1st quartile 1 
 

1 

   2nd quartile 1.68 (1.10, 2.58) 
 

1.22 (0.80, 1.85) 

   3rd quartile 1.57 (0.96, 2.58) 
 

1.42 (0.92, 2.19) 

   4th quartile 1.51 (0.83, 2.76) 
 

1.85 (1.06, 3.20) 

Chronic disease 
   

   No 1 
 

1 

   Yes 1.74 (1.26, 2.41) 
 

0.80 (0.58, 1.10) 

Stress 
   

   No 1 
 

1 

   Yes 1.45 (1.05, 2.00) 
 

1.80 (1.29, 2.51)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constructed with survey logistic procedure using survey 

sample weights. 

Model for PIIWBSCS: the model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imultaneous PI, IW, BS, and 

CS among men. 

Model for PIISBSCS: the model predicting the probability of simultaneous PI, IS, BS, and CS 

among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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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일 건강위험행위와 건강위험행위의 군집 

 

단일 건강위험행위와 건강위험행위 군집에서 예측 요인을 비교하여 보았

다. 단일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예측 요인은 부록에 제시하였다(Table 

40~41). 

 

7.1 여자 대상자 

 

Table 40에서 여자 대상자에서 PI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20~44세 연

령에 비해 45~64세 연령에서 위험도가 낮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에 비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

다. 비육체 노동의 대상자에 비해 육체 노동 대상자의 경우 위험도가 낮았

다. 

C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20~44세 연령에 비해 45세 이상의 연령에

서 위험도가 낮았다. 결혼을 했으나 이혼/별거/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경우

와 미혼의 경우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대학교 이상의 학력에 비해 고등학

교 졸업 이하의 학력 대상자 모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사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스트레스를 인지한다고 한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I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20~44세 대상자에 비해 45세 이상의 연령

대 모두에서 위험도가 높았고, 유배우 대상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의 대

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대상자에 비해 고등

학교 졸업 이하의 모든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

낀다고 하는 대상자가 위험도가 높았다.  

IW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유배우 대상자에 비해 이혼/별거/사별의 대

상자에서 위험도가 오히려 낮았다. 대학교 졸업 대상자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모든 대상자들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낮은(3분위) 소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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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험도가 높았고,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위

험도가 높았다(Table 40). 

 

단일 건강위험행위의 예측 요인을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PICSI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Table 23),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

험도가 낮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대상자, 미혼의 대상자, 중학교 졸업 

이하의 대상자, 소득이 낮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고, 스트레스도 위험도를 

높였다. 이는 PI, CS, IS 중 대상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CS의 예측 요인

과 유사하다. 

여자 대상자에서 PIIWI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Table 23), 대학교 졸

업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으며, 소득 수

준이 낮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스트레스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만성질병

을 진단받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이는 PI, IW, IS 중 대상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IW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다. 

단일 건강위험행위와 건강위험행위 군집에서의 예측 요인을 비교한 결과,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예측 요인은 주로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위험행위 중 

가장 빈도가 낮은 행위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7.2 남자 대상자 

 

Table 41에서 남자 대상자에서 PI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연령이나 결

혼 상태는 유의하지 않았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대상자에 비해 고등학교 

졸업의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낮았다. 비육체 노동의 직업군에 비해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군에서 위험도가 낮았다. 소득 수준이 1분위로 가장 높은 

대상자에 비해 4분위의 낮은 계층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C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45세 이상의 대상자 모두에서 위험도가 낮

았다. 이혼/별거/사별의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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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자 모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군에서 위험도

가 높았고, 3, 4분위의 낮은 소득 수준의 대상자들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인지한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I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고, 

이혼/별거/사별의 대상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인지한 대상자에

서 위험도가 높았다. 

B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45세 이상의 대상자들에서 위험도가 낮았

다. 이혼/별거/사별의 대상자와 미혼의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육체

노동을 하는 직업군에서는 위험도가 낮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인

지한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IW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낮았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모든 대상자에서 위험도가 낮았다. 2, 3분위 소득계층

에서는 위험도가 높았고,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단일 건강위험행위의 예측 요인을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PICSI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Table 24),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가 낮았다. 결혼을 하였으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 학력 수준이 중

학교 졸업 이하의 대상자,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만성질

병 진단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이는 PI, CS, IS 중 대상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CS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다. 

PICSB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Table 24),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도

가 낮았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 미혼인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교

육 수준이나 직업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고, 소득 수준이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만성질병 진단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

를 인지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이는 PI, CS, BS 중 대상자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BS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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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WBSC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Table 25),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

도가 낮아졌고, 결혼을 하였으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경우 위험도가 높

았다. 학력 수준과 직업은 유의하지 않았다. 소득 수준이 2번째 사분위로 

높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는 PI, IW, BS, CS 중 대상자들

의 비율이 가장 낮은 BS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다. 

PIISBSCS를 할 위험도를 살펴보면(Table 25), 연령이 높아질수록 위험

도가 낮아졌고, 미혼의 경우 위험도가 높아졌다. 학력 수준과 직업은 유의

하지 않았다. 소득 수준이 4분위 중 네 번째로 가장 낮은 경우 위험도가 

높았다. 만성질병 진단 여부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

고 하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는 PI, IS, BS, CS 중 대상자들의 비율

이 가장 낮은 BS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다. 

남자 대상자에서도 단일 건강위험행위와 건강위험행위 군집에서의 예측 

요인을 비교한 결과,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예측 요인은 주로 군집을 구성

하고 있는 위험 행위 중 가장 빈도가 낮은 행위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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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른 데이터에 적용 

 

분석 결과 나타난 ARM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건강조사 자료에

서도 유의한지 분석하였다. 

 

8.1 분석데이터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Community Health Survey: CHS 2010)

를 이용하였으며, 건강행위 자료에 결측치가 없는 140,731명(20세 이상 

남자 78,993명, 여자 61,7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HS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조사수행 체계를 표준화

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의 이용 승인의 절차를 받은 후 홈페이지

(https://chs.cdc.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

학교보건대학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59-2013-

10-29). 

 

8.2 변수 

 

건강위험행위 변수로는 흡연(CS), 과도한 음주(HD), 신체적 비활동(PI), 

부적절한 체중(IW), 부적절한 수면(IS), 아침 결식(BS) 등의 6가지 변수로 

하였다. CHS 2010 자료에서는 간식 섭취(FS)에 대한 설문은 없고, 한국인

의 영양지침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설문이 있어서 간식 섭취에 대한 변수는 

제외하였다. 모든 건강행위 변수를 실천함과 실천 안함의 두 가지로 분류

하여 위험행위 변수를 분석하였다. 

 

https://chs.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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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는 현재 흡연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Fine et al., 2004; Poortinga, 

2007). 

• HD는 건강설문에서 음주량을 계산하여 음주량 25g/day 이상으로 정

의하였다(Corrao et al., 2004; V Bagnardi et al., 2001). 

• PI는 중등도 신체활동을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이상 실천하거

나 격렬한 신체활동을 최소 20분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천하는 지침

을 지키지 않는 경우로 정의하였다(Haskell et al., 2007). 

• IW는 체중조절을 안 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체중에 대한 항목으로, 

저체중(BMI<18.5 kg/㎡) 또는 비만(BMI≧25 kg/㎡)인 경우로 정의하였다

(Weisell, 2002).  

• IS는 수면시간이 하루 7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였

다(Schoenborn, 1986; Yeo et al., 2013). 

• BS는 건강설문에서 일주일간 아침식사를 하는 일수를 질문하였고, 하

루라도 결식하는 경우를 아침 결식으로 정의하였다. 

 

주관적 건강이 보통 또는 좋다고 응답한 경우 좋음으로 구분했고, 나쁘

다고 응답한 경우를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만성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만성질병 종류는 설문조사로 병원에서 진단받은 다음의 질병이 있는 경우

로 하였다. 포함된 질병 변수는 고혈압(Corrao et al., 2004), 심근경색, 뇌

졸중, 당뇨병(Myers et al., 2004), 이상지질혈증, 관절염, 골다공증(Wolff 

et al., 1999), 우울증(Strawbridge et al., 2002) 등의 질병이다.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많이 느낀다와 적게 느낀다로 나누었

다. 우울감 인지는 최근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

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와 그렇지 않다로 나누었다. 사회 인구학적 변

수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결혼 상태, 교육, 직업, 소득 수준 등을 사용하

였다. 연령은: (1) 20~44, (2) 45~64, (3) 65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거주 지

역은: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등으로 나누었다. 결혼상태는: (1) 



９６ 

 

결혼, (2) 별거/이혼/사별, (3) 미혼 등으로 나누었다. 교육은: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교 졸업 등으로 나

누었다. 직업은: (1) 비육체노동, (2) 육체노동, (3) 무직 등으로 나누었다. 

소득은: 가구소득을 4분위로 나누어(OECD), (1) 1분위, (2) 2분위, (3) 3분

위, (4) 4분위 등으로 나누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를 KNHANES Ⅳ 자료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6).  

 

Table 26. Variables from the KNHANES Ⅳ and CHS 2010 

 KNHANES Ⅳ CHS 2010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Region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Income level 

Stress 

Depressiveness 

Age 

Region 

Marital status 

Education 

Job 

Income level 

Stress 

Depressiveness 

Lifestyle risk behaviors 

Current smoking 

Heavy drink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Frequent snacking 

Current smoking 

Heavy drink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Chronic disease 

Cancer 

CVD 

CAD 

Diabetes 

Liver disease 

Hypertension 

Dyslipidemia 

COPD 

Gastric ulcer 

Osteoporosis 

Back pain 

Depressive disorder 

 

CVD 

Myocardial infarction 

Diabetes 

 

Hypertension 

Dyslipidemia  

 

 

Osteoporosis 

Arthritis 

Depressive disorder 

 

개인적 특성에 관한 변수는 동일하였고, 건강위험행위 변수에서 간식 섭

취에 대한 변수가 없었으며, 만성질병 진단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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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다. 

 

8.3 분석방법 

 

CHS 자료는 설문 항목, 조사 방법 등이 KNHANES와 조금 다르게 조사

되었다. 그래서, KNHANES 자료에서 분석한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건강위험행위 항목에서는 간식섭취에 대한 항목이 없고, 검진조사가 없

으며, 만성질병 진단 여부 등을 조사하였는데, 질병의 종류가 KNHANES 

자료와 다른 부분이 있었다. 

KNHANES Ⅳ 자료에서는 암, 소화기 궤양, 간질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에 대한 진단 여부가 조사되었었지만, CHS 2010 자료에서는 이 질환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심혈관계 질환 중 심근경색에 대해 구체적 진단명으

로 조사되었고 또한 관절염을 조사하였다.  

만성질병 진단 여부 조사에서는 CHS 2010 자료와 KNHANES Ⅳ 자료

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HS 2010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고 KNHANES 자료에서 분석한 연관

규칙이 CHS 자료에서도 유의한지 chi-square test로 확인하였다.  

 

8.4 대상자들의 특징 

 

Table 27에서 살펴보면, 20~44세의 젊은 연령의 대상자가 많았다

(49.2%). 약 63.9%의 대상자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전체에서 70.4%의 대상자가 혼인한 상태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가 약 72%에 해당되었다. 약 62%의 대상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대상자는 27.6%였으며, 우울감을 호

소하는 경우는 약 5.0%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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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Overall 

n=140,731 (%) 

Women %* 

n=61,738 

Men %* 

n=78,993 

Age 
  

 

   20~44 69,136(49.2) 60.7 57.2 

   45~64 53,234(37.8) 32.7 34.5 

   65+ 18,361(13.0) 6.6 8.2 

Region    

   Metropolitan 46,445(33.0) 50.1 47.5 

   Urban 43,512(30.9) 35.9 35.7 

   Rural 50,774(36.1) 14.0 16.8 

Marital status    

   Married 99,064(70.4) 64.8 67.2 

   Separated/Widowed 15,680(11.2) 13.1 5.7 

   Never married 25,836(18.4) 22.1 27.1 

Education    

   College, University 45,864(32.7) 37.7 42.6 

   High school 55,129(39.2) 40.4 41.7 

   Middle school 15,611(11.1) 9.2 8.1 

   Non or Elementary school 23,833(17.0) 12.7 7.6 

Job    

  Non manual 32,251(30.3) 28.2 45.1 

  Manual 33,917(31.8) 20.3 27.2 

  No Job 40,403(37.9) 51.5 27.7 

Income level    

   1st Quartile 38,388(30.0) 36.1 35.2 

   2nd Quartile 35,773(28.0) 29.4 30.3 

   3rd Quartile 29,572(23.1) 21.4 22.0 

   4th Quartile 24,130(18.9) 13.1 12.4 

Stress    

   No 101,912(72.4) 71.4 70.2 

   Yes 38,762(27.6) 28.6 29.8 

Depressiveness    

   No 133,672(95.0) 95.0 96.6 

   Yes 6,986(5.0) 5.0 3.4 

* Proportions were calculated by surveyfreq procedure, using sample weights from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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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에서 살펴보면, 약 76%의 대상자가 2가지 이상의 건강위험행

위를 하고 있다. 가장 빈도가 높은 건강위험행위는 신체적 비활동으로 

85.7%였다. 그 외 부적절한 수면시간이 45.6%로 많았다.  

여자 대상자에서는 신체적 비활동(90.3%)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부적절한 수면시간(44.6%), 아침 결식(38.1%)으로 나타났다. 

남자 대상자에서는 신체적 비활동(87.2%)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흡연(50.1%), 부적절한 수면시간(48.0%)이 그 뒤를 이었다.  

Table 29에서 살펴보면 12.9%의 대상자가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쁘다고 

응답하였고, 29.3%의 대상자가 만성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가

장 빈도가 높은 질병은 고혈압(16.4%), 이상지질혈증(7.9%)으로 나타났다.  

Table 28.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risk behaviors 

 

Overall 

n=140,731 (%) 

Women %* 

n=61,738 

Men %* 

n=78,993 

Number of  

lifestyle risk  behaviors  
 

 

0 4,010(2.8) 2.7 1.6 

1 29,632(21.1) 26.8 13.2 

2 48,254(34.3) 40.1 28.2 

3 36,195(25.7) 23.5 29.4 

4 16,697(11.9) 5.9 19.2 

5 5,127(3.6) 0.8 7.2 

6 816(0.6) 0.1 1.2 

Current Smoking    

   No 99,189(70.5) 95.9 49.9 

   Yes 41,542(29.5) 4.1 50.1 

Heavy Drinking    

   No 118,784(84.4) 95.0 75.7 

   Yes 21,947(15.6) 5.0 24.3 

Physical Inactivity    

   No 20,112(14.3) 9.7 12.8 

   Yes 120,619(85.7) 90.3 87.2 

Inadequate Weight    

   No 100,715(71.6) 76.0 68.6 

   Yes 40,016(28.4) 24.0 31.4 

Inadequate Sleep    

   No 76,591(54.4) 55.4 52.0 

   Yes 64,140(45.6) 44.6 48.0 

Breakfast Skipping    

   No 96,951(68.9) 61.9 63.1 

   Yes 43,780(31.1) 38.1 36.9 
* Proportions were calculated by surveyfreq procedure, using sample weights from th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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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상자의 23.3%에서 만성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

고, 고혈압과 관절염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0.7%, 8.5%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대상자는 고혈압(15.0%), 이상지질혈증(8.3%), 당뇨

병(5.7%) 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29. Characteristics of health status 

 

Overall 

n=140,731 (%) 

Women %* 

n=61,738 

Men %* 

n=78,993 

Self reported health 
 

 
 

   Fair/Good 122,501(87.1) 89.0 91.0 

   Bad 18,174(12.9) 11.0 9.0 

Chronic disease†    

   No 99,497(70.7) 76.7 75.3 

   Yes 41,234(29.3) 23.3 24.7 

    

Hypertension    

   No 117,569(83.6) 89.3 85.0 

   Yes 23,123(16.4) 10.7 15.0 

Diabetes    

   No 132,479(94.2) 96.8 94.3 

   Yes 8,188(5.8) 3.2 5.7 

Dyslipidemia    

   No 129,406(92.1) 93.4 91.7 

   Yes 11,155(7.9) 6.6 8.3 

Myocardial Infarction    

   No 139,485(99.2) 99.6 99.1 

   Yes 1,167(0.8) 0.4 0.9 

Cerebrovascular attack    

   No 139,337(99.0) 99.5 99.2 

   Yes 1,370(1.0) 0.5 0.8 

Arthritis    

   No 129,771(92.3) 91.5 97.1 

   Yes 10,900(7.7) 8.5 2.9 

Osteoporosis    

   No 135,330(96.2) 94.6 99.4 

   Yes 5,302(3.8) 5.4 0.6 

Depressive disorder    

   No 138,186(98.2) 97.2 99.2 

   Yes 2,515(1.8) 2.8 0.8 
* Proportions were calculated by surveyfreq procedure, using sample weights from the survey.  

†chronic disease includes hypertension, diabetes, dyslipidemia, myocardial infarction, cerebro 

vascular attack, arthritis, osteoporosis, and depressive dis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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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KNHANES Ⅳ의 연관규칙을 CHS 2010에 적용 

 

KNHANES Ⅳ 자료에서 여자 대상자에서는 3가지 연관규칙이 나타났었

다(Table 14). 모두 부적절한 수면과 관련된 연관규칙이었다.  

 

Table 14의 연관규칙을 CHS 2010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Table 

30), 흡연하는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았다(p<.0001). 

신체적 비활동과 흡연을 함께 하는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

이 높았다(p<.0001). 신체적 비활동과 체중 조절을 안 하여 부적절한 체중

을 가진 대상자는 수면시간이 부적절할 가능성이 높았다(p<.0001). 

또한 KNHANES Ⅳ 자료에서처럼 CHS 2010 자료에서도 CSIS, PICSIS, 

PIIWIS의 군집의 support가 건강위험행위가 한 개 이상인 여자 대상자에

서 2.22%, 1.98%, 10.53%로, KNHANES Ⅳ 자료의 3.39%, 2.61%, 14.88%

와 대상자의 규모와 그 순서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able 30. Rules from the KNHANES Ⅳ and chi-square test with the CHS 2010 

data among women 

Size* Predictors Predicted Support(%) 
 

p OR 95% CI 

Women (n=59,505) 
      

2 CS IS 2.22 
 

<.0001 1.42 (1.31, 1.54) 

3 PI & CS IS 1.98 
 

<.0001 1.41 (1.30, 1.54) 

3 PI & IW IS 10.53 
 

<.0001 1.08 (1.04, 1.12) 

Rules are listed by order of KNHANES Ⅳ results. 
*Size: the number of risk behaviors included in the rule.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KNHANES Ⅳ 자료에서 남자 대상자에서는 16개의 연관규칙이 나타났

었다(Table 14). 신체적 비활동 및 흡연과 관련된 연관규칙이었다. 16개의 

연관규칙 중 간식 섭취와 관련된 2개의 연관규칙은 변수가 없어서 chi-

square값을 구할 수 없었다. 

나머지 연관규칙에 대해 Table 14의 연관 규칙을 CHS 2010 자료에도 



１０２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Table 31), 부적절한 수면과 흡연을 하면 신체적으

로 비활동이라는 연관규칙 한 가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관규칙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예를 들어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시간, 흡연, 아침 결식을 함께 

하고 있는 대상자는 신체적으로 비활동일 가능성이 높았다(p<.0001). 

과도한 음주, 아침 결식을 하는 대상자는 흡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았다(p<.0001). 

 

 

 

Table 31. Rules from the KNHANES Ⅳ and chi-square test with the CHS 2010 

data among men 

Size* Predictors Predicted Support(%) 
 

p OR 95%CI 

Men (n=77,156)       

3 IW&FS PI NA     

3 FS&CS PI NA     

3 IS&CS PI 20.14  0.1214 1.04 (0.99, 1.08) 

3 CS&BS PI 16.13  <.0001 1.37 (1.29, 1.44) 

4 IS&CS&BS PI 8.10 
 

<.0001 1.36 (1.27, 1.47) 

4 IW&CS&BS PI 5.23  <.0001 1.41 (1.29, 1.54) 

5 IW&IS&CS&BS PI 2.76  <.0001 1.48 (1.31, 1.69) 

        
3 HD&BS CS 5.87  <.0001 2.93 (2.76, 3.10) 

3 IW&BS CS 5.94  <.0001 1.64 (1.56, 1.72) 

3 IS&BS CS 9.25  <.0001 1.81 (1.73, 1.88) 

3 PI&BS CS 16.13 
 

<.0001 1.84 (1.78, 1.90) 

4 PI&HD&BS CS 5.09  <.0001 2.89 (2.72, 3.07) 

4 PI&IW&BS CS 5.23  <.0001 1.63 (1.55, 1.71) 

4 PI&IS&BS CS 8.10  <.0001 1.75 (1.68, 1.83) 

4 IW&IS&BS CS 3.11 
 

<.0001 1.61 (1.50, 1.71) 

5 PI&IW&IS&BS CS 2.76 
 

<.0001 1.59 (1.49, 1.71) 

Rules are listed by order of KNHANES Ⅳ results. 

NA: not applicable. 
*Size: the number of risk behaviors included in the rule.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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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NHANES Ⅳ 자료에서처럼 CHS 2010 자료에서도 ISCSPI, 

CSBSPI, ISBSCS 등의 군집의 support가 건강위험행위가 1개 이상인 남

자 대상자에서 가장 높은 순서로 나타나 KNHANES Ⅳ 자료의 15.70%, 

7.16%, 4.66%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남, 여 대상자 모두에서 KNHANES Ⅳ 자료에서의 ARM 결과는 

CHS 2010 자료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고 군집의 분포가 차지하는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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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건강

위험행위 군집의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위험행위를 

2가지 이상 행하는 것을 건강위험행위 군집이라 정의하였고, 건강위험행위

의 군집현상을 확인하였다. ARM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수면, 아침 결식, 부

적절한 체중, 현재 흡연 등의 행위가 포함된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와 여자 대상자들의 분포가 달랐고, 건강위험행위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있었다. 건강위험행위는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욱 빈

번하게 나타났다.  

Pronk 등(2004)은 건강행위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

다(Pronk et al., 2004). 그러나 건강행위와 관련한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다

는 연구들도 있다(Chiolero et al., 2006; Poortinga, 2007). 연구 대상자와 

연관성 측정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전 연구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Chou, 2008; Fine et al., 2004; Laaksonen et al., 2001; Schuit 

et al., 2002; Takakura et al., 2001; 강기원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라 건강위험행위에 차이가 있었다.  

 

1. 가장 빈도가 높은 건강위험행위 

 

한국인의 건강위험행위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신체적 비활동과 부

적절한 수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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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BRFSS) data에 따르면 51%의 미국 성인은 신체활

동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CDC, 2009).  

부적절한 수면 역시 높게 나타났다. BRFSS data를 연구한 Strine 등

(2005)에 따르면 26%의 미국 성인이 종종 수면 부족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했다(Strine and Chapman, 2005). National Sleep Foundation에서 실시한 

"2009 Sleep in America Poll Summary Findings” data에 따르면 70% 이

상의 응답자가 하루 7시간 미만 또는 8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한다고 답하

였고, 24%의 성인만이 적절한 시간의 수면을 취한다고 하였다(Strine and 

Chapman, 2005).  

 

2. 건강위험행위 군집 

 

본 연구에서 건강위험행위를 0개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5.0%로 낮게 

나타났고, 7개 모두 행한다고 답한 대상자는 없었다. 69.8%의 대상자가 2

개 이상의 건강위험행위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성인은 2개에서 3개씩 건강위험행위를 한다고 한다. 이전의 연

구에서도 3~5개까지의 건강위험행위들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대부분 

1~2개의 건강위험행위(Chiolero et al., 2006; Chou, 2008), 또는 2~3개 

건강위험행위(Poortinga, 2007)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만성질병 예방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여러 연구에서 교정할 것

을 권고해 온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잦은 간식 섭취 등의 7가지 건강위험행위 간의 동시

적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7가지 건강위

험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건강위험행위가 함께 일어날 가능성을 살펴보았고, 

3개에서 5개의 건강위험행위가 포함된 의미있는 연관규칙들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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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연 

 

여자 대상자에서 흡연을 하는 대상자는 부적절한 수면시간을 가질 가능

성이 높았다. 이는 흡연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Jaehne et al., 2012), 

짧거나 긴 수면시간과 관련이 있다(Ryu et al., 2011)고 한 연구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남자 대상자에서 과도한 음주와 아침 결식, 신체적 비활동과 과도한 음

주 및 아침 결식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흡연할 확률이 높았다. 이전의 

연구에서 흡연은 과도한 음주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Burke et al., 

1997; Chiolero et al., 2006; Chou, 2008; Laaksonen et al., 2001; 

Poortinga, 2007; Schuit et al., 2002)고 하였다. 연구 결과, 흡연할 확률은 

과도한 음주뿐 아니라 아침 결식, 신체적 비활동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와도 연관이 있었다. 

 

4. 신체적 비활동 

 

남녀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은 다른 건강위험행위와 함께 나타나면서, 

부적절한 수면(lift>1.01), 흡연(lift>1.38)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관성의 강도는 각각 다르지만 신체적 비활동이 흡연, 부적절한 체중, 

아침 결식, 부적절한 수면, 과도한 음주 등의 위험행위 등과 함께 나타났다. 

신체적 비활동은 흡연과 양의 상관관계(Burke et al., 1997; Chiolero et 

al., 2006; Laaksonen et al., 2001; Schuit et al., 2002)를 보인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 음의 상관관계(Chou, 2008; Poortinga, 2007)를 보인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다.  

신체적 비활동은 과도한 음주와 양의 상관관계(Burke et al., 1997; 

Laaksonen et al., 2001)를 보인다고 하는 연구와 음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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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tinga, 2007)를 보인다고 하는 기존 연구도 있었다. 

남자 대상자들의 연관규칙에서 간식 섭취와 흡연을 함께 하는 대상자는 

신체적으로 비활동일 가능성이 높았다(lift 1.02). 부적절한 체중과 간식 섭

취를 하는 대상자는 신체적 비활동의 가능성이 높았다(lift 1.05).  

이처럼 신체적 비활동은 흡연, 과도한 음주와의 연관성뿐 아니라 간식 

섭취, 부적절한 체중과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연관관계는 다음의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연구자들은 현재 흡연자나 잦은 간식 섭취 대상

자들의 연구에서 신체활동이 흡연 욕구를 줄여주거나(Taylor et al., 2005; 

Thayer et al., 1993) 또는 간식 섭취에 대한 욕구를 줄여주어(Thayer et 

al., 1993) 흡연이나 간식 섭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5. 부적절한 수면 

 

여자 대상자에서 부적절한 체중과 신체적 비활동이 함께 하는 경우 부적

절한 수면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 결과는 부적절한 수면이 신체적 비활동, 비만(Strine and Chapman, 

2005)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이전 연구에서는 부적절한 수면이 비만이 될 수 있다(Brondel et al., 

2010; Buxton et al., 2009; Nedeltcheva et al., 2009)고 밝힘으로써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연관규칙을 지지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간식 섭취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수면을 적절히 취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적절한 시간의 수면을 취한 대상자들보다 식전 배고픔이 

더 심하여,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고(Brondel et al., 2010), 당이 

들어간 간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며(Buxton et al., 2009), 간식으로 칼

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게 됨으로써(Nedeltcheva et al., 2009), 체질량지수

가 높아질 수 있다(Gangwisch et al., 2005)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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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침 결식 

 

남자 대상자에서 아침 결식을 하는 대상자가 흡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침 결식과 신체적 비활동, 과도한 음주 등의 다른 행위들과 함께 

나타나면서 흡연할 가능성이 높았다(lift>1.38). 

이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을 수 있는데, 아침을 안 먹는 대상자

들은 아침을 먹는 대상자들보다 남녀 모두에게서 흡연할 확률이 더욱 높았

다(Sakata et al., 2001). 아침 결식은 흡연, 과도한 음주, 비활동적인 생활

습관과 군집현상을 보인다(A. Keski-Rahkonen et al., 2003)고 하였다.  

 

7.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특성 및 군집을 보이는 예측 요인 

 

여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 흡연, 부적절한 수면 시간의 군집과 신

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의 군집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행위 중 흡연과 부적절한 체중의 위험행위만 다른 군집이다. 흡연이 포함

된 군집에 비해 부적절한 체중이 있는 군집에서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비율

이 높았고, 진단받은 만성질병의 개수도 많았다(p<.0001). 

남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 흡연, 부적절한 수면시간의 군집과 신체

적 비활동, 흡연, 아침 결식의 군집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행위에서 흡연

과 아침 결식의 위험행위가 다른 군집이다. 아침 결식이 포함된 군집에 비

해 흡연의 군집에서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비율이 높았고, 진단받은 만성질

병의 개수도 많았다(p<.0001). 

남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아침 결식, 흡연 등의 

군집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수면, 아침 결식, 흡연 등의 군집을 비교

하였다. 네 가지 행위에서 부적절한 체중과 부적절한 수면시간의 위험행위

가 다른 군집이다. 부적절한 수면시간에 비해 부적절한 체중이 포함된 군

집에서 만성질병을 진단받은 비율이 높았고, 진단받은 만성질병의 개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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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29). 

김혜련의 연구에서도 만성질병 유병에 공통된 건강위험행위로 과체중을 

지적하였다(김혜련, 2003). 이는 본 연구 및 김혜련의 연구에서처럼 조사된 

만성질병의 종류가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및 이

상지질혈증 등을 포함한 내분비질환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질환의 유

병률 또한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예측 요인을 살펴보면, 젊은 연령, 별거/이혼/사별

한 대상자, 미혼인 대상자,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스트레스 인지 등의 요인은 예시를 든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비활동, 흡연, 

부적절한 수면시간의 세 가지 행위를 함께하는 군집과 남자의 신체적 비활

동,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흡연 등의 네 가지 행위를 함께하는 군

집을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를(Berrigan et al., 2003; Chiolero 

et al., 2006; Fine et al., 2004; Laaksonen et al., 2001; Poortinga, 2007) 

보인다. 이는 젊은 성인,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대상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

서 이들을 위한 보건 중재에 건강위험행위 교정 중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예측 요인 외에 군집별로 예측 요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성질병의 진단여부는 부적절한 체중이 함께 하는 위험행위

의 군집을 예측하는 요인이었으며, 젊은 연령,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경우는 

흡연이 포함된 위험행위 군집을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부적절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만성질병이 함께 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부적절한 체중을 예방하거나 체중 조절에 대한 중재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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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젊은 연령에서 흡연이라는 위험행위를 많이 하고 있고, 만성질병은 없으

나 스트레스를 많이 인지하는 그룹에서는 흡연 예방과 더불어 스트레스 완

화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한다면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성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회 인구학적인 요인은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건강행위는 개

인의 노력으로 얼마간 개선이 가능하다. 건강위험행위를 교정하려는 개인

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건강위험행위 교정을 목표로 중재하는 보건 

프로그램은 이들 대상자들의 특징과 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

험 행위에 대한 중재를 고려한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8. 단일 건강위험행위와 건강위험행위 군집에서의 예측 요인 

 

단일 건강위험행위와 군집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건강위험행위 군집을 예측하는 요인은 주로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빈

도가 낮은 건강위험행위의 예측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여자 대상

자에서 PICSIS 군집이라면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행위 중 빈도가 

가장 낮은 위험행위인 CS의 예측 요인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 대

상자에서 PICSIS 군집이라면 세 가지 행위 중 가장 빈도가 낮은 IS의 예측 

요인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건강위험행위의 군집에 대해 중재를 한다면, 대상자에게 가장 낮은 빈도

로 나타나는 위험행위의 예측 요인에 근거하여 중재하는 것이 중재 대상자

의 특성을 고려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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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연구의 강점 

 

본 연구는 건강위험행위 교정을 위한 중재 계획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위 간에는 특정 유형을 보이는 연관규칙이 발견되었

기 때문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건강행위간 연관성을 규명하였다. 건강행위 간 연관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건강위험행위 개수를 

사용한 연구(Laaksonen et al., 2001; Takakura et al., 2001), O/E값 및 

prevalence of odds ratios(Berrigan et al., 2003; Poortinga, 2007; 강기

원 et al., 2010), 상관관계 계수(J.K. Langlie, 1979; Takakura et al., 

2001), 군집분석(Mistry et al., 2009), 그리고 다양한 회귀분석 방법들

(Burke et al., 1997; Johansson and Sundquist, 1999; Laaksonen et al., 

2001; Takakura et al., 2001)을 이용하였다. 

위 연구들에서는 분석 대상이 건강위험행위의 몇몇 행위에 한정되어 있

었고, 변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행위 개수의 합을 이용하여 각 군집에 포함

된 구체적 행위를 알 수 없었다.  

 

군집을 구체적 행위의 조합으로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에서는 O/E값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O/E 방법으로는 건강위험행위 군집을 구할 때에 상호

배타적인 군집으로 만들기 때문에 행위 변수가 늘어나는 경우 특정 군집에

서 관찰되는 대상자 수가 줄어들게 되므로 작은 값으로도 O/E값이 크게 

변동되어 O/E값 만으로 군집을 판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ARM을 이용하여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상호배타적인 군

집이 아니라 건강위험행위들 간의 가능한 행위의 조합을 연관규칙으로 설

명하였다. 따라서 건강위험행위의 종류가 작은 군집에서부터 많은 행위를 

포함하는 가능한 군집을 모두 고려할 수 있었다. O/E값 단독으로 군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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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때 관찰빈도가 낮아 연관성의 강도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ARM에

서는 confidence, support, lift 등의 값으로 보완하면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중재하는 대상자들의 군집을 대상자의 규모나 건강위험행위 연관

성의 강도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정할 지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ARM을 이용하여 건강위험행위 간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

은 건강위험행위의 군집이라도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

자 대상자에서 PICSIS 군집은 신체적 비활동과 흡연을 하는 것이 부적절

한 수면시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관규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 대

상자에서 같은 행위의 군집인 PICSIS 군집은 부적절한 수면시간과 흡연이 

함께 나타나면 신체적 비활동을 할 가능성이 75.04%로 높게 나타난다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는 상관성이 높다고 밝혔다(Burke et al., 

1997; Chiolero et al., 2006; Chou, 2008; Laaksonen et al., 2001; 

Poortinga, 2007; Schuit et al., 2002). ARM을 하면 두 행위간의 단순한 

상관성 뿐 아니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Minimum support 2%, confidence 50%라는 threshold에 의해서 본 연

구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과도한 음주를 하면 흡연의 가능성이 높다

(confidence 57.7%, lift 1.31%). 또한 흡연하는 대상자들은 과도한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confidence 23.6%, lift 1.31).  

이처럼 연관규칙을 통해서 연관규칙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중재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과도한 음주를 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흡연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하는 대상자들이 과도한 음주를 

할 대상자라고 판단하기에는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흡연

과 음주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면 프로

그램에 도움이 되는 중재 방법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흡연과 과도한 음주, 흡연과 신체적 비활동, 신체적 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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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채소/과일 섭취 감소 등(Chiolero et al., 2006; Poortinga, 2007; 

Schuit et al., 2002)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한 가지 건강위험행위를 기준

으로 다른 건강위험행위와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기준이 되는 건강위험행

위를 중요시하게 되어 처음에 기준이 되는 행위의 역할이 과장될 수 있다

(Laaksonen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ARM을 이용하였고, 건강위험행위 간 위계를 주지 않았

기 때문에 건강위험행위 간 연관성을 편견 없이 분석할 수 있었다. ARM을 

통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위험행위에 추가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행

위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나타난 건강위험행위 군집의 일부 요소들은 이전 연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ARM은 이전 연구에서 일상 생활에서 시행하고 있

는 여러 건강위험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고, 이전 연구에서 밝힌 

군집들을 연결하여 설명력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하여 앞에서 분석한 건강위험행위

에 대한 연관 규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용되고 ARM의 방법이 건강

조사 자료의 분석에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중재를 해야 하는 행위

가 있다면 문제 행위들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연관분석을 할 수 있다. 조사

된 자료에 포함된 건강위험행위 변수에 따라 행위들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10. 건강위험행위 군집 연구의 보건학적 의의 

 

건강행위 중재 프로그램에서의 어려움은 위험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스

크리닝이 부족하거나 효과적인 중재 방법을 계획하지 못해서이다

(Goldstein et al., 2004). 보건 시스템에서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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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면 건강증진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중재는 한 가지 위험행위에 대한 중재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Nigg et al., 2002).  

건강위험행위를 함께 교정한 경우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Hall et al., 1992; Yusuf et al., 2004). 

 

건강위험행위의 복합 중재를 위해 대상자의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건강위험행위의 개수를 이용하는 방법

으로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  

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건강위험행위 개수의 합을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좋은 방법이

다. 그러나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한 중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대상자들의 건강위험행위가 어떻

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건강위험행위가 어떻게 함께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가 충분치 않

은 상황에서 연관성 분석은 대상자들의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예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만성질병 예방과 각 위험행위와 연관된 위

험행위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ARM 결과를 이용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흡연하는 여자 대상자의 흡연과 신체적 비활동의 군집에는 수

면시간을 조절하도록 중재할 수 있어야 한다. 

남자 대상자의 신체적 비활동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에는 흡연, 아침 결

식, 간식 섭취, 체중에 대한 중재를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흡연하는 남자 대상자가 중재의 타겟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흡연자를 가

려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중재 프로그램에 흡연 예방뿐 아니라 아침식사

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과도한 음주나 체중 조절, 신체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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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프로그램의 추가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1년에 Multiple Health Behavior Change[MHBC] Special Interest 

Group이 컨퍼런스를 가졌고, 그 후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아직 연구 초기 단계이며, MHBC intervention에 대한 

이점도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Evers and Quintiliani, 

2013).  

연구가 더 누적되어야 하는 단계인데, 본 연구는 그러한 의미에서 건강

위험행위의 군집에 대한 정보를 주어 중재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건강위험행

위에 대한 복합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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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단면 연구 자료를 분석한 것이어서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 건강위

험행위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의 행위가 또 다른 건강위험행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관규칙들을 발견하였으나, 이 연관규칙들은 같

은 시점에서 또 다른 행위를 함께 하고 있을 확률을 나타내며, 추후 일어

날 건강위험행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둘째, 보건지침, 문헌 연구를 통하여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찾아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잦은 간식 섭취 등의 건강위험행위를 정의하였다. 따

라서 건강위험행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셋째, 연관 규칙을 이용한 군집들이 상호 배타적인 군집이 아니어서, 포

함된 위험행위 개수가 작은 군집의 경우, 다른 행위가 추가되면 위험행위 

개수가 많은 다른 군집에도 포함될 수 있다. 행위의 가능한 조합을 만들면

서 빈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규칙이다. 만약, 상호배타적인 군집을 찾고

자 한다면 각 군집에서 공통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순수한 군집으로 만들

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넷째, 건강위험행위의 종류가 많은 군집은 대상자가 많지 않았다. 개별 

군집별로 건강 수준의 특징을 만성질병의 개수나 만성질병의 종류를 비교

할 수 있어야 했는데, 대상자 수가 작아서 분석이 쉽지 않았다. 건강행위와 

만성질병 유병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로 군집의 특성을 연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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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흡연, 과도한 음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부적절한 수면시간, 

아침 결식, 잦은 간식 섭취 등을 건강위험행위로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한

국인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강위험행위는 신체활동 부족, 부적절한 수

면시간이었다. 대상자의 69.8%는 2가지 이상의 건강위험행위를 하고 있다. 

남자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건강위험행위는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갖고 함께 나타난다. 연

관성분석을 이용하여 건강위험행위의 군집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건강위험

행위 2개, 3개, 4개, 5개, 6개로 이루어진 군집이 나타났다. 남자 대상자에

서 건강위험행위 군집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연관성 분석으로 나타난 건강위험행위 군집은 부적절한 수면, 신체적 비

활동, 흡연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군집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특정 건강

위험행위들과 2~3개의 다른 위험행위가 함께 연관되어 군집을 이루고 있

었다. 연관성 분석으로 나타난 건강위험행위의 군집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대표적인 군집으로는 여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 현재 흡연, 부적절

한 수면시간을 함께 하는 군집(Lift 1.06, OR 1.29, 95% CI 1.05-1.58), 남

자 대상자에서 신체적 비활동, 현재 흡연, 부적절한 수면시간을 함께 하는 

군집(Lift 1.01, OR 1.26, 95% CI 1.09-1.45)과 신체적 비활동, 부적절한 

체중, 아침 결식, 흡연 등을 함께하는 군집(Lift 1.52, OR 2.87, 95% CI 

2.23-3.70) 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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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 부적절한 수면과 부적절한 체중, 과도한 음주와 흡연, 아침 

결식과 흡연 등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이는 기존 역학 연구들의 결과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건강위험행위의 연관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 행위의 군

집을 제시하였다. 각 군집은 포함된 건강위험행위의 개수가 같더라도 행위 

변수의 포함에 따라 특성이 다른 집단일 수 있다. 

또한 특정 건강위험행위를 하는 대상자가 어떠한 건강위험행위를 할 가

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줌으로써 건강 증진 사업에서 어떠한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정

보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건강조사자료에서 건강위험행위를 연구하는 경우

에 연관성 분석의 활용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관성

분석의 방법은 비슷한 건강위험행위 문제에 확장,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위험행위 군집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행위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위험행위 예방에 대한 중재를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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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E ratio로 본 건강위험행위 군집현상 

ARM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남, 여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1.1 여자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 

Table 32.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wo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0 0 0 0 0 0 0 0 334.87 0.00 

0 0 0 0 0 0 1 45 29.52 1.52 

0 0 0 0 0 1 0 82 66.80 1.23 

0 0 0 0 0 1 1 10 5.89 1.70 

0 0 0 0 1 0 0 459 363.92 1.26 

0 0 0 0 1 0 1 42 32.08 1.31 

0 0 0 0 1 1 0 85 72.60 1.17 

0 0 0 0 1 1 1 9 6.40 1.41 

0 0 0 1 0 0 0 285 199.63 1.43 

0 0 0 1 0 0 1 22 17.60 1.25 

0 0 0 1 0 1 0 40 39.82 1.00 

0 0 0 1 0 1 1 2 3.51 0.57 

0 0 0 1 1 0 0 276 216.95 1.27 

0 0 0 1 1 0 1 22 19.13 1.15 

0 0 0 1 1 1 0 46 43.28 1.06 

0 0 0 1 1 1 1 7 3.82 1.83 

0 0 1 0 0 0 0 1,731 1,450.39 1.19 

0 0 1 0 0 0 1 162 127.87 1.27 

0 0 1 0 0 1 0 290 289.33 1.00 

0 0 1 0 0 1 1 26 25.51 1.02 

0 0 1 0 1 0 0 1,532 1,576.23 0.97 

0 0 1 0 1 0 1 119 138.96 0.86 

0 0 1 0 1 1 0 270 314.44 0.86 

0 0 1 0 1 1 1 31 27.72 1.12 

0 0 1 1 0 0 0 849 864.62 0.98 

0 0 1 1 0 0 1 65 76.22 0.85 

0 0 1 1 0 1 0 146 172.48 0.85 

0 0 1 1 0 1 1 9 15.21 0.59 

0 0 1 1 1 0 0 943 939.64 1.00 

0 0 1 1 1 0 1 62 82.84 0.75 

0 0 1 1 1 1 0 139 187.45 0.74 

0 0 1 1 1 1 1 11 16.53 0.67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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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wo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0 1 0 0 0 0 0 7 6.12 1.14 

0 1 0 0 0 0 1 0 0.54 0.00 

0 1 0 0 0 1 0 1 1.22 0.82 

0 1 0 0 0 1 1 0 0.11 0.00 

0 1 0 0 1 0 0 10 6.65 1.50 

0 1 0 0 1 0 1 0 0.59 0.00 

0 1 0 0 1 1 0 3 1.33 2.26 

0 1 0 0 1 1 1 0 0.12 0.00 

0 1 0 1 0 0 0 2 3.65 0.55 

0 1 0 1 0 0 1 1 0.32 3.11 

0 1 0 1 0 1 0 2 0.73 2.75 

0 1 0 1 0 1 1 0 0.06 0.00 

0 1 0 1 1 0 0 4 3.96 1.01 

0 1 0 1 1 0 1 0 0.35 0.00 

0 1 0 1 1 1 0 1 0.79 1.27 

0 1 0 1 1 1 1 0 0.07 0.00 

0 1 1 0 0 0 0 10 26.49 0.38 

0 1 1 0 0 0 1 0 2.34 0.00 

0 1 1 0 0 1 0 9 5.28 1.70 

0 1 1 0 0 1 1 0 0.47 0.00 

0 1 1 0 1 0 0 10 28.79 0.35 

0 1 1 0 1 0 1 0 2.54 0.00 

0 1 1 0 1 1 0 2 5.74 0.35 

0 1 1 0 1 1 1 0 0.51 0.00 

0 1 1 1 0 0 0 7 15.79 0.44 

0 1 1 1 0 0 1 0 1.39 0.00 

0 1 1 1 0 1 0 1 3.15 0.32 

0 1 1 1 0 1 1 0 0.28 0.00 

0 1 1 1 1 0 0 12 17.16 0.70 

0 1 1 1 1 0 1 1 1.51 0.66 

0 1 1 1 1 1 0 3 3.42 0.88 

0 1 1 1 1 1 1 0 0.30 0.00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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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wo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1 0 0 0 0 0 0 17 21.82 0.78 

1 0 0 0 0 0 1 0 1.92 0.00 

1 0 0 0 0 1 0 7 4.35 1.61 

1 0 0 0 0 1 1 2 0.38 5.21 

1 0 0 0 1 0 0 19 23.72 0.80 

1 0 0 0 1 0 1 3 2.09 1.43 

1 0 0 0 1 1 0 10 4.73 2.11 

1 0 0 0 1 1 1 0 0.42 0.00 

1 0 0 1 0 0 0 8 13.01 0.61 

1 0 0 1 0 0 1 2 1.15 1.74 

1 0 0 1 0 1 0 6 2.60 2.31 

1 0 0 1 0 1 1 0 0.23 0.00 

1 0 0 1 1 0 0 13 14.14 0.92 

1 0 0 1 1 0 1 2 1.25 1.60 

1 0 0 1 1 1 0 5 2.82 1.77 

1 0 0 1 1 1 1 1 0.25 4.02 

1 0 1 0 0 0 0 71 94.51 0.75 

1 0 1 0 0 0 1 2 8.33 0.24 

1 0 1 0 0 1 0 27 18.85 1.43 

1 0 1 0 0 1 1 2 1.66 1.20 

1 0 1 0 1 0 0 82 102.72 0.80 

1 0 1 0 1 0 1 6 9.06 0.66 

1 0 1 0 1 1 0 33 20.49 1.61 

1 0 1 0 1 1 1 2 1.81 1.11 

1 0 1 1 0 0 0 32 56.34 0.57 

1 0 1 1 0 0 1 2 4.97 0.40 

1 0 1 1 0 1 0 19 11.24 1.69 

1 0 1 1 0 1 1 1 0.99 1.01 

1 0 1 1 1 0 0 51 61.23 0.83 

1 0 1 1 1 0 1 2 5.40 0.37 

1 0 1 1 1 1 0 17 12.21 1.39 

1 0 1 1 1 1 1 6 1.08 5.57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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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wo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1 1 0 0 0 0 0 4 0.40 10.04 

1 1 0 0 0 0 1 0 0.04 0.00 

1 1 0 0 0 1 0 3 0.08 37.73 

1 1 0 0 0 1 1 2 0.01 285.32 

1 1 0 0 1 0 0 2 0.43 4.62 

1 1 0 0 1 0 1 0 0.04 0.00 

1 1 0 0 1 1 0 5 0.09 57.86 

1 1 0 0 1 1 1 0 0.01 0.00 

1 1 0 1 0 0 0 0 0.24 0.00 

1 1 0 1 0 0 1 0 0.02 0.00 

1 1 0 1 0 1 0 0 0.05 0.00 

1 1 0 1 0 1 1 0 0.00 0.00 

1 1 0 1 1 0 0 2 0.26 7.75 

1 1 0 1 1 0 1 0 0.02 0.00 

1 1 0 1 1 1 0 2 0.05 38.83 

1 1 0 1 1 1 1 1 0.00 220.20 

1 1 1 0 0 0 0 7 1.73 4.05 

1 1 1 0 0 0 1 0 0.15 0.00 

1 1 1 0 0 1 0 8 0.34 23.23 

1 1 1 0 0 1 1 0 0.03 0.00 

1 1 1 0 1 0 0 7 1.88 3.73 

1 1 1 0 1 0 1 0 0.17 0.00 

1 1 1 0 1 1 0 8 0.37 21.38 

1 1 1 0 1 1 1 0 0.03 0.00 

1 1 1 1 0 0 0 2 1.03 1.94 

1 1 1 1 0 0 1 0 0.09 0.00 

1 1 1 1 0 1 0 6 0.21 29.23 

1 1 1 1 0 1 1 0 0.02 0.00 

1 1 1 1 1 0 0 4 1.12 3.58 

1 1 1 1 1 0 1 0 0.10 0.00 

1 1 1 1 1 1 0 2 0.22 8.96 

1 1 1 1 1 1 1 0 0.02 0.00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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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남자 대상자에서 건강위험행위 

ARM 결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건강위험행위를 하지 않는 대상자는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Table 36.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0 0 0 0 0 0 0 0 154.33 0.00 

0 0 0 0 0 0 1 18 9.66 1.86 

0 0 0 0 0 1 0 20 29.43 0.68 

0 0 0 0 0 1 1 0 1.84 0.00 

0 0 0 0 1 0 0 217 160.67 1.35 

0 0 0 0 1 0 1 19 10.06 1.89 

0 0 0 0 1 1 0 21 30.64 0.69 

0 0 0 0 1 1 1 2 1.92 1.04 

0 0 0 1 0 0 0 131 104.64 1.25 

0 0 0 1 0 0 1 6 6.55 0.92 

0 0 0 1 0 1 0 16 19.95 0.80 

0 0 0 1 0 1 1 0 1.25 0.00 

0 0 0 1 1 0 0 143 108.93 1.31 

0 0 0 1 1 0 1 9 6.82 1.32 

0 0 0 1 1 1 0 20 20.77 0.96 

0 0 0 1 1 1 1 2 1.30 1.54 

0 0 1 0 0 0 0 558 449.16 1.24 

0 0 1 0 0 0 1 34 28.11 1.21 

0 0 1 0 0 1 0 88 85.64 1.03 

0 0 1 0 0 1 1 4 5.36 0.75 

0 0 1 0 1 0 0 564 467.6 1.21 

0 0 1 0 1 0 1 28 29.27 0.96 

0 0 1 0 1 1 0 45 89.16 0.50 

0 0 1 0 1 1 1 8 5.58 1.43 

0 0 1 1 0 0 0 330 304.54 1.08 

0 0 1 1 0 0 1 18 19.06 0.94 

0 0 1 1 0 1 0 41 58.07 0.71 

0 0 1 1 0 1 1 3 3.63 0.83 

0 0 1 1 1 0 0 350 317.04 1.10 

0 0 1 1 1 0 1 29 19.84 1.46 

0 0 1 1 1 1 0 26 60.45 0.43 

0 0 1 1 1 1 1 5 3.78 1.32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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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0 1 0 0 0 0 0 27 33.81 0.80 

0 1 0 0 0 0 1 0 2.12 0.00 

0 1 0 0 0 1 0 3 6.45 0.47 

0 1 0 0 0 1 1 1 0.40 2.48 

0 1 0 0 1 0 0 39 35.20 1.11 

0 1 0 0 1 0 1 2 2.20 0.91 

0 1 0 0 1 1 0 5 6.71 0.74 

0 1 0 0 1 1 1 0 0.42 0.00 

0 1 0 1 0 0 0 38 22.93 1.66 

0 1 0 1 0 0 1 0 1.44 0.00 

0 1 0 1 0 1 0 4 4.37 0.92 

0 1 0 1 0 1 1 0 0.27 0.00 

0 1 0 1 1 0 0 24 23.87 1.01 

0 1 0 1 1 0 1 0 1.49 0.00 

0 1 0 1 1 1 0 5 4.55 1.10 

0 1 0 1 1 1 1 0 0.28 0.00 

0 1 1 0 0 0 0 66 98.41 0.67 

0 1 1 0 0 0 1 3 6.16 0.49 

0 1 1 0 0 1 0 12 18.76 0.64 

0 1 1 0 0 1 1 0 1.17 0.00 

0 1 1 0 1 0 0 67 102.45 0.65 

0 1 1 0 1 0 1 2 6.41 0.31 

0 1 1 0 1 1 0 14 19.53 0.72 

0 1 1 0 1 1 1 1 1.22 0.82 

0 1 1 1 0 0 0 49 66.72 0.73 

0 1 1 1 0 0 1 5 4.18 1.20 

0 1 1 1 0 1 0 7 12.72 0.55 

0 1 1 1 0 1 1 0 0.80 0.00 

0 1 1 1 1 0 0 43 69.46 0.62 

0 1 1 1 1 0 1 5 4.35 1.15 

0 1 1 1 1 1 0 11 13.24 0.83 

0 1 1 1 1 1 1 0 0.83 0.00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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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1 0 0 0 0 0 0 140 120.16 1.17 

1 0 0 0 0 0 1 9 7.52 1.20 

1 0 0 0 0 1 0 31 22.91 1.35 

1 0 0 0 0 1 1 3 1.43 2.09 

1 0 0 0 1 0 0 92 125.09 0.74 

1 0 0 0 1 0 1 3 7.83 0.38 

1 0 0 0 1 1 0 24 23.85 1.01 

1 0 0 0 1 1 1 1 1.49 0.67 

1 0 0 1 0 0 0 75 81.47 0.92 

1 0 0 1 0 0 1 3 5.10 0.59 

1 0 0 1 0 1 0 24 15.53 1.55 

1 0 0 1 0 1 1 1 0.97 1.03 

1 0 0 1 1 0 0 61 84.81 0.72 

1 0 0 1 1 0 1 4 5.31 0.75 

1 0 0 1 1 1 0 17 16.17 1.05 

1 0 0 1 1 1 1 0 1.01 0.00 

1 0 1 0 0 0 0 341 349.69 0.98 

1 0 1 0 0 0 1 13 21.89 0.59 

1 0 1 0 0 1 0 75 66.68 1.12 

1 0 1 0 0 1 1 7 4.17 1.68 

1 0 1 0 1 0 0 321 364.04 0.88 

1 0 1 0 1 0 1 24 22.79 1.05 

1 0 1 0 1 1 0 85 69.41 1.22 

1 0 1 0 1 1 1 9 4.34 2.07 

1 0 1 1 0 0 0 193 237.1 0.81 

1 0 1 1 0 0 1 10 14.84 0.67 

1 0 1 1 0 1 0 69 45.21 1.53 

1 0 1 1 0 1 1 6 2.83 2.12 

1 0 1 1 1 0 0 179 246.83 0.73 

1 0 1 1 1 0 1 11 15.45 0.71 

1 0 1 1 1 1 0 62 47.06 1.32 

1 0 1 1 1 1 1 3 2.95 1.02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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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Distribu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CS HD PI IW IS BS FS Observed Expected O/E 

1 1 0 0 0 0 0 46 26.33 1.75 

1 1 0 0 0 0 1 0 1.65 0.00 

1 1 0 0 0 1 0 10 5.02 1.99 

1 1 0 0 0 1 1 2 0.31 6.37 

1 1 0 0 1 0 0 41 27.41 1.50 

1 1 0 0 1 0 1 1 1.72 0.58 

1 1 0 0 1 1 0 6 5.23 1.15 

1 1 0 0 1 1 1 1 0.33 3.06 

1 1 0 1 0 0 0 31 17.85 1.74 

1 1 0 1 0 0 1 1 1.12 0.90 

1 1 0 1 0 1 0 6 3.40 1.76 

1 1 0 1 0 1 1 0 0.21 0.00 

1 1 0 1 1 0 0 31 18.58 1.67 

1 1 0 1 1 0 1 2 1.16 1.72 

1 1 0 1 1 1 0 12 3.54 3.39 

1 1 0 1 1 1 1 0 0.22 0.00 

1 1 1 0 0 0 0 80 76.62 1.04 

1 1 1 0 0 0 1 3 4.80 0.63 

1 1 1 0 0 1 0 21 14.61 1.44 

1 1 1 0 0 1 1 1 0.91 1.09 

1 1 1 0 1 0 0 92 79.76 1.15 

1 1 1 0 1 0 1 5 4.99 1.00 

1 1 1 0 1 1 0 24 15.21 1.58 

1 1 1 0 1 1 1 0 0.95 0.00 

1 1 1 1 0 0 0 68 51.95 1.31 

1 1 1 1 0 0 1 3 3.25 0.92 

1 1 1 1 0 1 0 23 9.90 2.32 

1 1 1 1 0 1 1 1 0.62 1.61 

1 1 1 1 1 0 0 52 54.08 0.96 

1 1 1 1 1 0 1 3 3.38 0.89 

1 1 1 1 1 1 0 20 10.31 1.94 

1 1 1 1 1 1 1 0 0.65 0.00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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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M(연관성 분석)의 과정 

 

2.1 데이터 세트부터 Link analysis 

 

데이터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다.  

트랜잭션(아이디)과 아이템(건강위험행위)으로 나타낼 수 있다.  

ARM을 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아이디와 건강위험행위 

변수들로만 구성되도록 데이터를 구성한다. 

 

Figure 14. Data preparation(sas data step) 

 

엑셀파일에서 건강위험행위를 한 경우 1, 안 한 경우를 0으로 코딩된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5. Health behavior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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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 data step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아이디와 건강위험행위 두 개 칼럼만 

남도록 가로로 된 모양을 세로로 변환(transpose)시킨다. 그리고 나서 

건강위험행위를 안 한 경우 col1에 0이라고 남아 있는 것을 data set에서 

삭제시킨다. 그러면 아이디와 위험행위(문자형태) 변수들만 남게 된다. 

 

 

Figure 16. Transpose 

 

 

Figure 17. Data set after transpose 

 

SAS EM화면에서 두 개 칼럼만 남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association 

analysis를 하여 결과 창에서 association rules을 확인하고, link analysis 

실행 후 이미지로 association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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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AS Enterprise Miner 4.3 

 

 

 

Figure 19. Association rule 

 

 

 

Figure 20. Lin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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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일 건강위험행위 예측요인 

 

3. 1 여자 대상자에서 단일 건강위험행위를 예측하는 요인 

 

 

 

 

 

Table 40. Risk factors for predicting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women 
 CS HD PI IW IS BS FS 

 n=515 n=151 n=6,839 n=3,144 n=4,384 n=1,400 n=682 

Age group        

   20~44        

   45~64 - - -  + -  

   65+ - -   + -  

Marital status        

   Married        

   Separated/ Widowed + +  - + +  

   Never married + +    +  

Education        

   College        

   High school + +  + +  - 

   Middle school + +  + +  - 

   Elementary school + + + + + - - 

Job        

   Non manual        

   Manual   -     

   No job       + 

Income        

   1st quartile        

   2nd quartile        

   3rd quartile    +    

   4th quartile +       

Chronic disease        

   No        

   Yes    +    

Stress        

   No        

   Yes + +   + +  

+: positive association, -: negative association, blank cells: inconsistent association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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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남자 대상자에서 단일 건강위험행위를 예측하는 요인 

 

 

 

 

 

 

 

Table 41. Risk factors for predicting lifestyle risk behaviors among men 
 CS HD PI IW IS BS FS 

 n=2,482 n=1,019 n=4,220 n=2,291 n=2,892 n=908 n=334 

Age group        

   20~44        

   45~64 - -    -  

   65+ - -  - + - + 

Marital status        

   Married        

   Separated/ Widowed +    + +  

   Never married  -    +  

Education        

   College        

   High school + + -     

   Middle school + +  -    

   Elementary school + +  -    

Job        

   Non manual        

   Manual +  -   -  

   No job        

Income        

   1st quartile        

   2nd quartile    +    

   3rd quartile +   +    

   4th quartile +  +     

Chronic disease        

   No        

   Yes  +  +   - 

Stress        

   No        

   Yes +    + +  

+: positive association, -: negative association, blank cells: inconsistent association 

CS: current smoking, HD: heavy drinking, PI: physical inactivity, IW: inadequate weight,  

IS: inadequate sleep, BS: breakfast skipping, FS: frequent sn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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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ssociation Rule Mining-Bas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Lifestyle Risk Behaviors 

 

So Hyun Park 

Department of Public Health, Division of Biostatistic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wo or more lifestyle risk behaviors are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chronic disease, more so than would result from the sum of 

the separate effects. The prevalence of multiple lifestyle risk behaviors has 

been studied and published extensively;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associations of three or more behaviors and patterns of lifestyle risk 

behavior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and 

patterns of multiple lifestyle risk behaviors using the Four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IV, 2007 to 2009) 

dataset by association rule mining (ARM).  

 

Methods: Using data from KNHANES IV, this study analyzed 14,833 adults 

aged 20 years and over. This study examined lifestyle risk behaviors by 

characterizing non-adherence to public health recommendations according to 

the Alameda 7 health behaviors. The variables were current smoking, heavy 

drinking,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and frequent snacking. Multiple lifestyle risk behavior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ratios of observed and expected frequencies of 

behaviors. ARM was conducted to identify multiple lifestyle risk behavior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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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The majority of subjects were physically inactive (77% of men and 

71.8% of women). Approximately 49.1% of subjects reported inadequate 

sleep duration. Men were more likely to smoke (46.5%) and drink heavily 

(18.4%) than women. Women were more likely to be physically inactive 

(77.0%) than men. 

This study revealed that 5.0% of subjects had no lifestyle risk behaviors. 

Few had 7 risk behaviors. About 69.8% of Korean adults had two or more 

lifestyle risk behaviors. Multiple lifestyle risk behaviors were more prevalent 

among men (79.4%) than among women (66.0%). Multiple lifestyle risk 

behavior patterns included 2, 3, 4, 5, or 6 behaviors.  

This study found a number of patterns related to inadequate sleep, physical 

inactivity, and current smoking using ARM with a support threshold 2%, 

confidence threshold of 50% for women and 60% for men. Inadequate sleep 

was associated with physical inactivity and current smoking among women 

(Lift, 1.06; odds ratio [OR], 1.29; 95% confidence interval [CI], 1.05-1.58). 

Physical inactivity was associated with inadequate sleep and current smoking 

among men (Lift, 1.01; OR, 1.26; 95% CI, 1.09-1.45). Current smoking was 

associated with physical inactivity, inadequate weight, and breakfast skipping 

among men (Lift, 1.52; OR, 2.87; 95% CI, 2.23-3.70).  

 

Conclusion: Lifestyle risk behaviors were found to be correlated with one 

another. Inadequate sleep, breakfast skipping, inadequate weight, and current 

smoking were associated with two or more additional risk behaviors. 

Identifying patterns of multiple lifestyle risk behaviors will help in planning 

future prevention strategies.  

 

Key Words: Lifestyle Risk Behaviors, Patterns, Association Rule Mining, 

Prevention of Lifestyle Risk Behaviors 

Student Number: 2007-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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