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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모교의 대학원에 지원하여 합격하였던 그 기쁨의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며 감사의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이 신기

하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날 올바른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것은 

저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

다.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제자들을 이끌어주신 

남정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연세보건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

게 해주신 지선하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세심하게 논문지도를 해주신 

이자경 교수님과 오경원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깊은 학문 탐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종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퇴근 후 늦

은 시간에도 직장인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즐거운 강의에 힘써주신 강대

룡 교수님과 김윤남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몸담았던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오정구청 환경위생과, 

부천시청 위생과의 방정재 과장님, 정흥준 과장님, 김용수 과장님과 장윤

희 팀장님, 박기열 팀장님, 이철승 팀장님, 전용한 팀장님, 홍영애 주사님 

그리고 모자란 저를 옆에서 지켜봐 주신 많은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짜의 욕심이 욕심만으로 끝나지 않게 많은 배려

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뿐 이였습니다. 또 많지 않은 수였기에 더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우리 동기들 - 미정언니, 잎새언니, 숙재언니, 유진

언니, 김종구 선생님께 즐거운 대학원 생활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해주

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공부하는 딸을 온 힘으로 응원해주신 엄마 한강임 

여사님께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언니보다 마음이 더 큰 

동생 유진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이 논문과 그리운 마음을 바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을 가져오는 것을 믿고 있

습니다. 이 과정의 끝엔 또 다른 학문의 길이 열려있음을 믿으며 항상 공

부하고 노력하는 보건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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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비만은 비만 자체로서의 신체적, 정신적인 폐해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심질환, 퇴행성

관절염 등 여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

요하며 여기에 긍정적인 건강행위는 비만치료에 있어 중요하다.

   최근 긍정적인 건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관적인 건강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관련성 유무에 대한 논쟁이 많았으나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BMI과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무작위 추출한 질병력

이 없는 20세 이상 여성 249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주요변수로 비만은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으로 BMI 23㎏/㎡이상을 과체중으로 보았으며, 주관

적 건강인식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이용하여 좋음, 보통, 나쁨이 3점 

척도로 재분류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인식이 사회경제적 수준 등 대상

자의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령, 거주지역, 소득수준, 결혼상태, 경

제활동분야, 소득수준, 폐경여부를 통제하여 BMI 및 주관적 건강인식,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에 따른 15가지 type을 건강행위 유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χ2-test,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의 통제를 하지 않고 BMI와 주관적 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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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두 변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MI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를 폐경여부에 따라 관찰 집단을 나누어 알아

본 결과 폐경전 집단에서는 흡연, 체중조절,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아침

식사, 간식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폐경집단에서는 음주, 체중조

절, 규칙적 운동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통제해준 후 BMI 및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행위

여부(불건강행위군 또는 건강행위군)와 관련성이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BMI는 증가할수록(p<0.0001), 주관적 건강인식은 긍정

적일수록(p=0.05) 건강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MI와 주

관적 건강인식의 조합에 따른 15 type과 건강행위의 여부와의 관련성은 

모든 type의 odds가 유의한 값이 아니므로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드나 

type 변수의 추가에 따른 모형의 적합도가 높음을 감안하여 각 type간 경

향성을 보면 동일 BMI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았

을 때 저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BMI가 증가할수록 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동

일할 경우 BMI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

음’, ‘보통’인 경우 BMI가 증가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인 경

우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2492명의 대상자에 대한 결과를 한국의 성인여성에게 적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관적인 건강인식을 한 개의 측정변수를 통해 얻

어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으나 이 연구의 취지가 본인이 판단한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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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라는 점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는 사망의 위험을 예측

하는데도 유용할 정도로 의미 있는 변수라는 점(Idler & Angel, 1990)에 

그 의의를 두고자 하며 긍정적인 건강행위가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첨병이

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 긍정적인 건강인식을 갖도록 노력하며, 아울

러 체질량지수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평상시에 긍정적인 건강행위를 습

관화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 BMI,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인식, 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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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배배배경경경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주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

의 생활습관, 의료서비스 등으로 구분한다. Lalonde(1976)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유전적 요인 16.7%, 환경적 요인 33.3%, 개인의 생

활습관 33.3%, 의료서비스를 16.7%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도 

건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생활습관’으로 52%라하

며 나머지 요인들은 10~20% 정도로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에 의해 개인의 

건강이 결정됨을 뒷받침해주었다(O'Donnell, 1999). 부적절한 생활습관 

즉, 부적절한 식이, 운동부족, 흡연, 음주습관 등으로부터 비만, 고혈압, 당

뇨와 같은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행위의 실천, 

건강한 생활을 습관화하기 위한 보건교육 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의 54.9%가 체질량지수 25㎏/㎡이상이고, 

인구의 반이 체중조절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지불되는 비용은 

한 해 300억 달러를 넘는다고 한다(강재헌 등, 1999). 과체중과 비만은 

고지혈증, 제2형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심질환, 퇴행성관절염, 전립선, 

유방, 대장 및 자궁내막암, 수면 무호흡 및 호흡기장애, 담석증,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사망률이 증가한다(대한

비만학회, 2001). 한국여성에서도 특히 연령이 젊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체질량지수의 증가에 따른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연구 결과(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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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2006)도 있었다. 이러한 질병의 위험도와 사망률의 증가는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대한비만학회, 2001). 제3

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심층 분석 Ⅲ. 비만에서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가 증가함에 따라 약 23㎏/㎡을 기점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

증, 대사증후군 등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체중감

소에 따라 질병의 위험도와 사망률이 감소하며 따라서 과체중 및 비만의 

예방은 공중보건의 측면에서는 비만으로부터 초래되는 갖가지 성인병을 예

방할 수 있어 공중의 건강증진의 큰 의미이며 또한 비만에 따른 질환으로 

인해 지출되는 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렇듯 비만을 관리하기 위한 개인의 행태연구는 비만한 인구를 관리하

기 위한 공중보건인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비만한 사람 또는 건강한 사

람들의 건강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건강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건강행동은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들에 

따라 폭 넓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김영호, 1999)고 한다. 긍정적 건강행위

를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인지, 부정적 건강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건강증진 행위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임상적 건강상태와 함께 건강 수준을 예견하는 지표

중의 하나로 객관적으로 측정된 임상검사보다 주관적이며, 과거의 질병력

이나 의료이용 경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평가된 점, 사회경제적 상태

가 높은 사람들은 개인의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측정의 용이함뿐만 아니라 사망의 위험을 예측

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며 의미 있는 변수로 평가(Idler & Angel, 1990)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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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ender(1999)는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를 더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비슷한 의미로서 원하는 결과를 생산하

기 위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건강영역에서 행동변화의 예측인자로서 중요(김영호, 1999)하다는 연구들

이 있었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위험행동을 배제하고 건강행동으로 변화

하기 위한 의도나 목표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하지만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건강행위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조현숙, 1994; 한애경 외, 2001)도 다수 있어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인 건강인식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는 개인의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비만은 현대사회에 만연된 생활습관병으로서 그 치료방법으로 행동수정

요법,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있다(강재헌, 2000). 이중 행동수정

요법은 일상의 습관 또는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체중감소에 도달하게 하

는 것이다. 이는 불건강행동을 건강행동으로 바꾸고 습관화함으로써 중도

탈락율이 낮고 치료의 효과도 좋다고 하겠다. 생활습관병의 원인을 개인의 

좋지 않은 습관이 축적된 결과라고 본다면 행동을 이끌어 내는 인식을 전

환하고 행동을 변화하고 그 행동을 다시 습관화함으로 치료의 효과를 극대

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인식의 전환을 통해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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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문헌(최정훈 1972, 김영란 1997)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 인식의 관계, 그에 따른 건강행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 연구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폐경 여부에 따른 건강인식 및 건

강행동의 차이이다. 남성에서 지방조직은 배꼽상부, 팔 등에 주로 분포하

는 반면 여성에서는 배꼽아래부위의 엉덩이, 대퇴부에 주로 분포한다. 그

러나 나이가 들면서 지방분포의 위치가 변하여 둔대퇴부에서 복부로 전환

되며 결과적으로 허리엉덩이둘레비가 증가하는데 이 같은 변화는 에스트로

겐이 복부지방의 분해효과가 있고 둔부지방의 형성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폐경여성에서는 지방질량이 증가하고 남성형의 지방축적, 

즉 복부지방이 축적되는데 에스트로겐 결핍은 신체 지방 축적의 양상을 변

화시키고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체의 부위에 따라 지방조직의 대

사가 변화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대한비만학회, 2001). 이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전체 관찰집단은 20세 이상의 성인 여

성으로 하지만 폐경여부에 따른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인 차이를 배제하고

자 폐경 변수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인식, 

체질량지수와 건강행위의 차이,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행위의 차이를 알

아보고 최종적으로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에 따른 건강행위

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질량지수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폐경여부에 따른 체질량지수와 건강행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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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알아본다.

   셋째, 폐경여부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행위의 관련성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체질량지수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에 따른 집단별 건강실천행

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 연구에서 가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 체질량지수와 긍정적 건강인식의 조합이 다른 조합에 비해 

유의하게 건강행위의 실천률이 높을 것이다. 

   둘째, 긍정적 건강인식을 가졌더라도 비만 그룹에서는 건강행위의 실천

율이 낮을 것이다.

   셋째, 체질량지수의 정상여부를 떠나 부정적 건강인식을 가졌을 경우는 

건강행위의 실천율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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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자자자료료료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이 연구의 자료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원시자료를 사용하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건강검진조사, 

영양조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영양조사를 제한 나머지를 연구의 분

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원시자료는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 설문조사하였다. 건강면접조사 33848명(청소년 

8633, 성인 25215), 보건의식행태조사 8835명(청소년1033, 성인7802), 

건강검진조사 7597명이 조사에 응하였고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건강

면접조사 ․ 보건의식행태조사 ․ 건강검진조사 중 이 연구에 사용되는 변수 

값에 missing data, outlier 있는 사람을 제한 20살 이상 여성 3135명을 

추출하였다. 그 중 기존에 질병이 있는 사람 643명을 제하였는데 질병은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증, 협심증 및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폐암으로 하였으며 질병여부는 각 질환의 의사진단 여부로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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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주주주요요요 변변변수수수

   비만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신장과 체중을 이용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이하 BMI), 상대체중(Broca 공식이용), 체지방량 측정이 있

다(대한비만학회, 2001). 이 중 BMI는 신장과는 무관하게 체지방량과 밀

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Roche, 1981) 질병의 이환율 및 사망률의 상대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BMI를 비만의 지표로 사용하고자 한다. 

BMI에 따른 비만의 분류로 WHO에서 제시한 비만기준은 구미성인을 기준

으로 발표되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실제로 한국인에서는 낮은 BMI에서도 내장지방이 

증가한 복부비만의 발생으로 비만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

서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만지침을 비만의 기준으로 사용

하고자 한다(김영설, 2000; 강재헌, 2000). BMI 18.5㎏/㎡ 미만을 저체중, 

18.5~22.9㎏/㎡을 정상체중, 23.0㎏/㎡ 이상을 과체중으로 하며 

23.0~24.9㎏/㎡ 이상을 위험체중, 비만1단계 25.0~29.9㎏/㎡와 비만2단계 

30.0㎏/㎡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건강면접조사의 주관적 건강상

태 변수를 선정하였다. 이 변수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의 5점척도로 매우 좋음과 좋음, 나쁨과 매우 나쁨을 각각 합하여 3점척도

로 재분류를 하였으며 BMI의 차이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차이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집단, 폐경여부에 따른 두 그룹으로 나누어 χ

2-test를 실시하여 유의한지를 보았다.

   폐경여부로 분류한 두 그룹 간 BMI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 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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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BMI와 건강행위 

7가지를 χ2-test를 하였는데 건강행위는 Alameda 7에 의한 7가지 건강행

위 즉, 흡연, 음주, 운동, 체중조절, 적정수면,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를 선

정하였다. Alameda 7은 Breslow와 Belloc이 1960년 중반 이래 캘리포니

아 주의 Alameda 지방의 6,928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5년 반 동안 추적 

조사한 연구로서 이 7가지 건강행위는 수명연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가정

의학, 1997)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를 보기위하여 BMI(저체중, 정상체중, 위험체중, 비만Ⅰ, 

비만Ⅱ)와 주관적 건강인식(좋음, 보통, 나쁨)의 조합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건강행위 실천유․무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Alameda 7의 7가지 건강행위 1개당 1점으로 계산하여 0~3점과 4~7점으

로 구분하여 건강실천이 적은 군과 건강실천이 많은 군으로 정의(문상식 

외 2001)하였다. 기타 건강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의 사회경제

적인 변수들을 통제한 후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조합에 따라 건강행

위 실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SAS v8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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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연구에 사용된 변수 정의

변  수 항  목

대상자의 특성

연    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결혼상태  미혼, 유배우, 별거․사별․이혼

주거유형  아파트, 단독․다세대․연립, 영업용 건물 내 주택 

가구소득수준
 5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301만원 이상

교육수준
 중졸 이하(미취학, 안다님, 초졸 등)
 고졸 
 대졸 이상(전문대, 대학원 이상 포함)

경제활동분야
 제1군(전문행정관리직․사무직)
 제2군(판매서비스․농어업․단순노무)
 제3군(군인․학생․주부․무직)

B M I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Ⅰ, 비만Ⅱ

폐경여부  폐경전, 폐경

주관적 건강인식도 주관적 건강인식  좋음, 보통, 나쁨

건 강 행 위

흡    연
(성인 평생 흡연자 구분)

 1=비흡연  0=흡연

음    주
(평생 음주구분)

 1=비음주  0=음주

체중조절
(지난 1년간 체중조절 여부)

 1=체중조절  0=체중조절 하지 않음

적정수면
(하루 평균 수면시간)

 1= 7~8시간  0= <7 or >8

규칙적운동  1=예  0=아니오

아침 식사 여부  1=먹는다․먹으려고 노력한다  0=안먹는다

간식여부  1=거의안먹음  0=하루1회 이상

총건강행위
 건강행위점수 0~3점 → 건강행위를 적게 하는 군
 건강행위점수 4~7점 →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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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개개개념념념적적적 틀틀틀

  이 연구의 틀은 다음과 같다.

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건강행위(Alameda 7) 실천실천실천실천
(2점점점점척도화척도화척도화척도화)

흡연,음주,체중조절,적정수면,
규칙적 운동,규칙적 식사,간식여부

0~3개 실천 → 건강행위를 적게 하는 군

4~7개 실천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군

Logistic Regression

χχχχ² -test

BMI

저 체 중

정상체중
위험체중
비 만 Ⅰ

비 만 Ⅱ

주관적주관적주관적주관적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건강상태

좋 음
보 통
나 쁨

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대상자의 특성특성특성특성

연 령 결혼상태
거주유형 소득수준
교육수준 폐경여부
경제활동분야

χχχχ² -test

두두두두변수의변수의변수의변수의조합조합조합조합

기준집단

TYPE1~14

BMI BMI BMI BMI ××××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

ㆍ기준집단(정상체중×좋음)

ㆍ14개 조합

<그림1> 연구의 개념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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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자료의 전체 조사수인 34,152명에서 

연구대상인 20세 이상의 질병력이 없는 여자 2492명의 일반적 특성을 조

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표2>. 

   20대는 교육수준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대졸이상이 

69.8% 차지하였다. 결혼상태에서는 20대에서 29.7%만 기혼자임에 비해 

30~40대는 87%이상 기혼자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사별ㆍ이혼ㆍ별거가 

3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제1군인 전문행

정관리직, 사무직종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제2군

인 판매서비스, 농어업, 단순노무직종은 반대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늘어

나는 경향이 있었다. 제3군인 군인, 학생, 주부, 무직의 경우 모든 연령대

에서 50%전후를 차지하였으나 40대는 39.8%로 약간 줄어들어 취업률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폐경은 30대에서 0.7%, 40대에서 9.4%, 50대

이상에서 80.2%를 차지하였다.

   10살 단위로 연령을 범주화하고 대한비만학회의 비만기준에 의해 연구

대상의 분포를 알아본 결과는 <표3>와 같으며 이 결과는 p<0.0001로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상체중은 1165명으로 46.8%를 차지하였고 저체

중은 136명으로 5.5%, 과체중은 1191명으로 47.8%를 차지하였다. 

   이 연구의 관찰집단은 20대에서 50대 이상으로 갈수록 BMI의 평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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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정도씩 증가가 하며 이 차이는 유의하였다. 관찰집단의 BMI 평균은 

23.16㎏/㎡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 지침에 의한 위험체중(23 ~ 

24.9㎏/㎡) 범위에 속하였다.

 <표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특  특  특  성성성성 구  구  구  구  분분분분
20202020대대대대
(n,%)(n,%)(n,%)(n,%)

30303030대대대대
(n,%)(n,%)(n,%)(n,%)

40404040대대대대
(n,%)(n,%)(n,%)(n,%)

50505050대 대 대 대 이상이상이상이상
(n,%)(n,%)(n,%)(n,%)

거 거 거 거 주 주 주 주 유 유 유 유 형형형형

아 파 트 197(49.6) 414(58.1) 347(51.8) 199(27.9)

단독․연립․다세대주택 180(45.4) 279(39.2) 296(44.2) 481(67.5)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 20(5.0) 19(2.7) 27(4.0) 33(4.6)

교 교 교 교 육 육 육 육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중졸 이하 5(1.2) 33(4.6) 183(27.3) 587(82.3)

고    졸 115(29.0) 385(54.1) 339(50.6) 99(13.9)

대졸 이상 277(69.8) 294(41.3) 148(22.1) 27(3.8)

결 결 결 결 혼 혼 혼 혼 상 상 상 상 태태태태

미    혼 277(69.8) 60(8.4) 9(1.3) 4(0.6)

기    혼 118(29.7) 625(87.8) 583(87.0) 455(63.8)

사별․이혼․별거 2(0.5) 27(3.8) 78(11.7) 254(35.6)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

제1군
*

152(38.3) 152(21.4) 79(11.8) 12(1.7)

제2군
**

48(12.1) 183(25.7) 324(48.4) 294(41.2)

제3군
***

197(49.6) 377(52.9) 267(39.8) 407(57.1)

가구소득수준가구소득수준가구소득수준가구소득수준

50만원 이하 363(91.4) 654(91.9) 564(84.2) 624(87.5)

150만원 이하 23(5.8) 28(3.9) 60(9.0) 55(7.7)

300만원 이하 11(2.8) 21(2.9) 37(5.5) 27(3.8)

301만원 이상 0(0) 9(1.3) 9(1.3) 7(1.0)

폐경여부폐경여부폐경여부폐경여부
폐경전 397(100) 707(99.3) 607(90.6) 141(19.8)

폐  경 0(0) 5(0.7) 63(9.4) 572(80.2)

* 제1군 : 전문행정관리직, 사무직

** 제2군 : 판매서비스직, 농어업, 단순노무직

*** 제3군 : 군인, 학생, 주부,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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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연구대상자의 BMI 분포                         (단위: 명, %)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p-value

저 체 중 60(15.1) 42(5.9) 10(1.5) 24(3.4)

<0.0001

정상체중 231(58.2) 405(56.9) 279(41.6) 250(35.0)

위험체중 50(12.6) 136(19.1) 190(28.4) 184(25.8)

비만 Ⅰ 46(11.6) 107(15.0) 167(24.9) 228(32.0)

비만 Ⅱ 10(2.5) 22(3.1) 24(3.6) 27(3.8)

총  계 397(100) 712(100) 670(100) 713(100)

222...BBBMMMIII와와와 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인인인식식식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주관적 건강인식도는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선택하였으며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5점척도이나 매우 좋음과 좋음, 나쁨과 매

우 나쁨을 각각 합하여 건강상태 좋음, 보통, 건강상태 나쁨의 3점척도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따른 BMI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

해 BMI와 주관적 건강상태를 χ
2
-test를 하였다. χ

2
-test 결과 BMI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는 p-value 0.052로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분포를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인 경우 정상체중이 차지하는 비

율이 49.6%였다. 그 다음 많이 차지하는 BMI단계는 위험체중, 비만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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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21.1%, 21.5%를 차지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일 경우 정상체

중은 41.1%이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일 때 보다 8.5% 작은 수치이다. 

이에 비해 위험체중과 비만Ⅰ은 각각 23.9%, 24.9%인데 주관적 건강상태

가 좋음일 때보다 비율이 2.5~3.5%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폐경여부에 따라 나눈 두 집단에서 BMI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폐경전 집단(n=1852), 폐경집단(n=640) 

별 BMI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를 χ
2
-test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폐경전 집단에서는 정상체중이면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이 52.1%이

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으로 가면서 2~3%정도 감소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위험체중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에서 나쁨으로 갈

수록 퍼센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만Ⅰ은 반대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폐경집단에서는 폐경전 집단에 비해 정상체중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

가 좋음이 16.3% 감소한 35.8%였다. 또한 위험체중 및 비만Ⅰ의 경우 자

신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폐경전 집단에서

와 같은 동일 BMI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의 좋고 나쁨에 대한 일관된 증가

나 감소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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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집단별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BMI 분포        (단위: 명, %)

B M I

p-value

저체중 정상체중 위험체중 비만 Ⅰ 비만 Ⅱ

전 체
집 단

좋 음 43(4.4) 484(49.6) 206(21.1) 210(21.5) 33(3.4)

0.052보 통 65(6.4) 478(46.8) 236(23.1) 215(21.0) 28(2.7)

나 쁨 28(5.7) 203(41.1) 118(23.9) 123(24.9) 22(4.4)

폐경전
집  단

좋 음 39(4.7) 430(52.1) 168(20.4) 162(19.6) 26(3.2)

0.062보 통 57(7.1) 410(50.7) 174(21.5) 150(18.6) 17(2.1)

나 쁨 14(6.4) 103(47.0) 52(23.8) 37(16.9) 13(5.9)

폐 경
집 단

좋 음 4(2.6) 54(35.8) 38(25.2) 48(31.8) 7(4.6)

0.795보 통 8(3.7) 68(31.8) 62(29.0) 65(30.4) 11(5.1)

나 쁨 14(5.1) 100(36.3) 66(24.0) 86(31.3) 9(3.3)

333...폐폐폐경경경여여여부부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BBBMMMIII와와와 건건건강강강행행행위위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폐경여부에 따라 관찰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BMI에 따

른 7가지 건강행위 유ㆍ무에 차이가 있는 보기위해 χ
2
-test를 실시하였다. 

7가지 건강행위로는 Alameda7에서 제시하는 음주, 흡연, 체중조절, 규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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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 적정수면으로 정하였다. 폐경전 집단에서 

BMI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행위는 흡연, 체중조절, 적정수면, 규

칙적 운동, 아침식사 및 간식여부였다. 폐경집단에서 BMI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건강행위는 음주,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이었다<표5>, <표

6>.

 <표5> 폐경전 집단의 BMI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의 차이     (단위: 명, %)

BMI

p-value저체중
(N,%)

정상체중
(N,%)

위험체중
(N,%)

비만Ⅰ
(N,%)

비만Ⅱ
(N,%)

흡    연
0.004흡  연 15(13.6) 98(10.4) 23(5.8) 36(10.3) 11(19.6)

비흡연 95(86.4) 845(89.6) 371(94.2) 313(89.7) 45(80.4)

음    주

0.257
음  주 100(90.9) 822(87.2) 345(87.6) 305(87.4) 54(96.4)

비음주 10(9.1) 121(12.8) 49(12.4) 44(12.6) 2(3.6)

체중조절
<0.0001     조  절  함  49(44.6) 509(54.0) 268(68.0) 232(66.5) 43(76.8)

조절하지않음 61(55.4) 434(46.0) 126(32.0) 117(33.5) 13(23.2)

적정수면
0.027~8시간 55(50.0) 568(60.2) 233(59.1) 179(51.3) 30(53.6)

>7 or 8< 55(50.0) 375(39.8) 161(40.9) 170(48.7) 26(46.4)

규칙적운동
<0.0001         예 16(14.5) 304(32.2) 146(37.1) 137(39.3) 18(32.1)

아니오 94(85.5) 639(67.8) 248(62.9) 212(69.7) 38(67.9)

아침식사
0.001         예 73(66.4) 760(80.6) 325(82.5) 291(83.4) 49(87.5)

아니오 37(33.6) 183(19.4) 69(17.5) 58(16.6) 7(12.5)

간식여부
0.044         예 80(72.7) 764(81.0) 301(76.4) 280(80.2) 39(69.6)

아니오 30(27.3) 179(19.0) 93(23.6) 69(19.8) 1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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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폐경집단의 BMI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의 차이       (단위: 명, %)

BMI

p-value저체중
(N,%)

정상체중
(N,%)

위험체중
(N,%)

비만Ⅰ
(N,%)

비만Ⅱ
(N,%)

흡    연

0.209흡  연 5(19.2) 28(12.6) 14(8.4) 18(9.0) 5(18.5)

비흡연 21(80.8) 194(87.4) 152(91.6) 181(91.0) 22(81.5)

음    주

0.005
음  주 11(42.3) 141(63.5) 110(66.4) 148(74.4) 21(77.8)

비음주 15(57.7) 81(36.5) 51(25.6) 51(25.6) 6(22.2)

체중조절

<0.0001     조  절  함  10(38.5) 64(28.8) 69(41.6) 108(54.3) 15(55.6)

조절하지않음 16(61.5) 158(71.2) 97(58.4) 91(45.7) 12(44.4)

적정수면

0.4167~8시간 8(30.8) 101(45.5) 73(44.0) 95(47.7) 15(55.6)

>7 or 8< 18(69.2) 121(54.5) 93(56.0) 104(52.3) 12(44.4)

규칙적운동

0.015         예 2(7.7) 64(28.8) 64(38.5) 65(32.4) 11(40.7)

아니오 24(92.3) 158(71.2) 102(61.5) 134(67.3) 16(59.3)

아침식사

0.78         예 24(92.3) 205(92.3) 156(94.0) 188(94.5) 24(88.9)

아니오 2(7.7) 17(7.7) 10(6.0) 11(5.5) 3(11.1)

간식여부

0.444         예 12(46.1) 131(59.0) 92(55.4) 106(53.3) 12(44.4)

아니오 14(53.9) 91(41.0) 74(44.6) 93(46.7) 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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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폐폐폐경경경여여여부부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인인인식식식과과과 건건건강강강행행행위위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폐경여부에 따라 관찰대상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주관적 건

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가 있는지 χ
2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7>, <표8>과 같다. 폐경전 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라 흡연, 체

중조절,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간식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을수록 흡연은 음의 방향성, 체중조절․적정수면․규칙적 운동․

간식여부는 양의 방향성을 띄었다.

   폐경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라 음주,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 

간식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음주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보통일 때

는 27.6%, 좋음일 때는 30.5%, 나쁨일 때는 37.8%로 주관적 건강인식이 

보통일 때에 비해 좋음, 나쁨이 약간 높았다. 체중조절은 건강인식이 나쁨

일 때보다 좋음․보통일 때 더하였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을수록 규

칙적 운동․간식여부는 양의 방향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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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7> 폐경전 집단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의 차이       (단위: 명, %)

주관적 건강인식

p-value좋  음
(N,%)

보  통
(N,%)

나  쁨
(N,%)

흡    연

0.017
흡  연 71(8.6) 79(9.8) 33(15.1)

비흡연 754(91.4) 729(90.2) 186(84.9)

음    주

0.972
비음주 99(12.0) 100(12.4) 27(12.3)

음  주 726(88.0) 708(87.6) 192(87.7)

체중조절

0.0002
     조  절  함  527(63.9) 466(57.7) 108(49.3)

조절하지않음 298(36.1) 342(42.3) 111(50.7)

적정수면

0.007
7~8시간 493(59.8) 467(57.8) 105(47.9)

>7 or 8< 332(40.2) 341(42.2) 114(52.1)

규칙적운동

0.002
         예 299(36.2) 270(33.4) 52(23.7)

아니오 526(63.8) 538(66.6) 167(76.3)

아침식사

0.835
         예 672(81.4) 651(80.6) 175(79.9)

아니오 153(18.6) 157(19.4) 44(20.1)

간식여부

0.038
         예 664(80.5) 641(79.3) 159(72.6)

아니오 161(19.5) 167(20.7) 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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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 폐경집단의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의 차이         (단위: 명, %)

주관적 건강인식

p-value
좋  음 보  통 나  쁨

흡    연

0.501
흡  연 20(13.3) 20(9.4) 30(10.9)

비흡연 131(86.7) 194(90.6) 245(89.1)

음    주

0.046
비음주 46(30.5) 59(27.6) 104(37.8)

음  주 105(69.5) 155(72.4) 171(62.2)

체중조절

0.0001
     조  절  함  69(45.7) 108(50.5) 89(32.4)

조절하지않음 82(54.3) 106(49.5) 186(67.6)

적정수면

0.75
7~8시간 81(53.6) 91(42.5) 120(43.6)

>7 or 8< 70(46.4) 123(57.5) 155(56.4)

규칙적운동

0.003
         예 64(42.4) 70(32.7) 72(26.2)

아니오 87(57.6) 144(67.3) 203(73.8)

아침식사

0.173
         예 137(90.7) 198(92.5) 262(95.3)

아니오 14(9.3) 16(7.5) 13(4.7)

간식여부

0.003
         예 96(63.6) 126(58.9) 131(47.6)

아니오 55(36.4) 88(41.1) 144(52.4)



- 21 -

555...건건건강강강행행행위위위 실실실천천천 유유유․․․무무무와와와 BBBMMMIII와와와 주주주관관관적적적 건건건강강강인인인식식식의의의
조조조합합합 간간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통제했을 때 BMI 및 주관적인 건강인

식도가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BMI 및 주관적 건강인식

변수를 연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BMI를 5단계로 나

눈 상태에서 저체중에서 비만Ⅱ의 방향으로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1.3배 

건강행위를 더 하였다(p<0.0001).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음, 보통, 나쁨의 

3단계에서 좋음에서 나쁨의 방향으로 한 단계 증가할 때 마다 0.89배 건

강행위를 하였다(p=0.05).

   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통제하면서 BMI와 주관적인 건강인식

도의 조합이 건강행위 유․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9>와 같다. 우선 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요인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분야, 폐경여부에 따라서 건강행위의 

실천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 값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은 한살증가 

시 마다 1.01배 (p=0.046) 더 건강행위군에 속하였다. 교육수준에서는 중

졸자에 비해 고졸자는 1.48배(p=0.004), 중졸자에 비해 대졸 이상은 1.62

배(p=0.003) 더 건강행위군에 속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하였다. 결혼상태

는 미혼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별ㆍ이혼ㆍ별거집단은 0.56배

(p=0.011)로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1보다 작아 기준집단에 비해 불

건강행위군에 속하며 이 값은 유의하였다. 경제활동분야는 제1군을 기준집

단으로 했을 때 제2군은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0.61배로 불건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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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속하였으며(P=0.001) 유의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은 건강행위 실천 유

ㆍ무에 유의한 차이가 아니었으며 폐경전집단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폐경집단이 1.69배 더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높았으며 p-value는 

0.001보다 작아 유의하였다.

 <표9>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 및 연구대상의 특성별 건강행위 실천 유무에 대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건강행위 실천 유무

odd ratio
95% 신뢰구간

p-value
하한값 상한값

연     연     연     연     령령령령 1.01 1.0 1.02 0.046

거 거 거 거 주 주 주 주 지 지 지 지 역역역역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1.13 0.94 1.35 0.186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 1.42 0.92 2.19 0.117

교 교 교 교 육 육 육 육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중졸 이하

고    졸 1.48 1.14 1.92 0.004

대졸 이상 1.62 1.17 2.23 0.003

결 결 결 결 혼 혼 혼 혼 상 상 상 상 태태태태

미    혼

기    혼 1.15 0.85 1.54 0.365

사별․이혼․별거 0.56 0.36 0.88 0.011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

제1군(전문행정관리직․사무직)

제2군(판매서비스․농어업 등) 0.61 0.46 0.82 0.001

제3군(군인․학생․주부․무직) 0.89 0.68 1.15 0.376

소 소 소 소 득 득 득 득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5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03 0.70 1.51 0.878

300만원 이하 0.70 0.45 1.09 0.112

301만원 이상 0.87 0.38 2.00 0.742

폐 폐 폐 폐 경 경 경 경 여 여 여 여 부부부부

폐경전

폐  경 1.69 1.27 2.26 <0.00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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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9>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 및 연구대상의 특성별 건강행위 실천 유무에 대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건강행위 실천 유무

odd ratio
95% 신뢰구간

p-value
하한값 상한값

정상체중 × 좋음

저체중 × 좋음 0.48 0.24 0.94 0.032

저체중 × 보통 0.44 0.25 0.77 0.004

저체중 × 나쁨 0.81 0.37 1.77 0.593

정상체중 × 보통 1.04 0.80 1.35 0.754

정상체중 × 나쁨 0.69 0.49 0.99 0.045

위험체중 × 좋음 1.46 1.04 2.05 0.027

위험체중 × 보통 1.50 1.08 2.08 0.015

위험체중 × 나쁨 1.35 0.87 2.08 0.177

비만Ⅰ × 좋음 1.66 1.18 2.33 0.004

비만Ⅰ × 보통 1.48 1.05 2.08 0.024

비만Ⅰ × 나쁨 1.20 0.78 1.84 0.418

비만Ⅱ × 좋음 2.33 1.08 5.01 0.031

비만Ⅱ × 보통 1.90 0.84 4.29 0.121

비만Ⅱ × 나쁨 0.83 0.34 1.99 0.670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에 따라 건강행위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14개 집단 중 odds값이 유의한 것은 저체중×좋음, 저체중×보통, 정상체중

×나쁨, 위험체중×좋음, 위험체중×보통, 비만Ⅰ×좋음, 비만Ⅰ×보통, 비만

Ⅱ×좋음의 8개 집단이다.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14개 조합(기준집단 

제외)의 odds ratio에 따른 건강행위 경향성을 보면 기준집단에 비해 불건

강행위군에 속할 집단은 저체중×좋음, 저체중×보통, 저체중×나쁨, 정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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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나쁨, 비만Ⅱ×나쁨의 5개 집단으로 BMI가 저체중인 대상자와 정상체

중이면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 비만Ⅱ이면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

쁨’인 경우가 포함되었다. 동일 BMI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저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음’에서 ‘나쁨’으로 갈 때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BMI가 증가할수록 더욱 확연하였다. 주관적 건강

인식이 동일할 경우 BMI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주관적 건강

인식이 ‘좋음’, ‘보통’인 경우 BMI가 증가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건강행위

군에 속할 odds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인 경우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그림2>.

ODDS

주관적 건강인식

BMI

<그림2>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들의 ODDS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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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 찰찰찰

   이 연구는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도, BMI와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인

식과 건강행위와의 관련성에 있어 폐경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고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도의 조합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에 차이가 있는

지 알아보았다.

111...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자신이 인지하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Pender, 1999) 또는 이에 반하여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

강행위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연구결과 등 주관적 건강인식과 긍정적 건

강행위의 확실한 관련성이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연구는 주관적인 건

강상태와 건강증진 행위의 관계를 BMI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비만의 원

인을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되는 에너지의 불균형에 의하여 에너지가 체

내에 축적되는 현상으로 본다면 적절한 식이,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개인

의 긍정적인 건강행위가 비만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

에 주관적인 건강인식, 긍정적 건강행위, BMI 이 세 변수 간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주관적 건강인식은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자

신의 건강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관적 건

강인식도의 측정이 각기 달랐다. 문상식(2001)은 건강한 편, 건강하지 못

한 편으로 2분변수화 하였으며 한애경(2001)은 Ware(1976)가 만든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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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개념, 32문항으로 구성된 건강지각 도구를 사용하였다. 또 조현숙

(1994)의 연구에서는 가장 나쁨을 1점, 가장 좋음을 10점의 연속형 변수

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김남진(2000)의 연구에서는 

아주 나쁜 편과 나쁜 편을 나쁜 군, 보통을 보통 군, 좋은 편과 아주 좋은 

편을 좋은 군으로 재분류하였다. 김남진(2000)의 연구와 동일하게 서지민 

등(2003)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건강함, 보통임, 건강하지 못함의 3단

계로 나누었다. 이에 이 연구는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여 5점 척도(아주 나쁨, 나쁨, 보통, 좋음, 아주 좋

음)로 되어 있는 것을 분석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3점 척도(나쁨, 

보통, 좋음)로 재분류하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BMI와 관련성이 있는지 

전체집단으로 χ
2
-test실시, 폐경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χ

2
-test 

실시하였으며 BMI와 건강행위, 주관적 건강인식과 건강행위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폐경여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χ
2
-test를 실시하였다. 여

기서 건강행위는 Alameda 7에 의해 7가지 건강행위를 선정하였다. 

Alameda7의 건강행위 항목은 추적조사를 통해 사망률과 관계가 있음이 보

고 되였는데 Wingard 등(1982)은 아침식사와 간식을 제외한 5개 항목이 

낮은 사망률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로지스틱 검정을 위하여 각 건강행위에 1점씩 배점하여 총 건강행위 

배점이 0~3점인 관찰대상은 건강행위를 적게 하는 군(불건강행위군)으로 

4~7점은 건강행위를 많이 하는 군으로(건강행위군) 나누어 종속변수로 하

였는데 문상식 외(2001)의 연구에서는 건강행위를 1~3개 실천하면 불건

강행위군, 4~7개 실천하면 건강행위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순영 외

(1995)의 연구에서는 0~2점은 건강실천행위를 적게 하는 하위군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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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중위군으로, 4~5점을 상위군으로 분류하였다. BMI와 주관적 건강인

식 변수를 조합하여 15개(기준군 포함)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는 건강행위

를 하는데 있어 BMI 및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차이를 동시에 고려하고

자한 방법으로 문상식(2001)의 연구에서도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실제 건강상태의 차이에 따른 건강행위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인 건강인식과 실제 건강상태를 2×2 table 형식으로 조합한 

예가 있었다.

   이 연구 방법의 제한점으로는 2494명의 대상자를 통한 분석결과로 우

리나라 여성 전체를 대변하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을 

객관성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나 이 연구의 취

지가 본인이 판단한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라는 점 또한 주관적 건

강상태는 사망의 위험을 예측하는데도 유용할 정도로 의미있는 변수라는 

점(Idler & Angel, 1990)에서 의의가 있다.

222...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고고고찰찰찰

   BMI에 따라 주관적 건강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BMI 5단계

와 주관적 건강인식 3가지 범주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관찰 집

단을 폐경유무로 나누어 차이를 알아본 결과도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p=0.052). 그러나 정상체중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

우가 가장 많았고 반대로 과체중이상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김영복 등(2003)의 정상체중군에 비해 과체중군에서 자

신의 건강수준을 건강하지 못하게 평가한 것, 정덕조(2005)의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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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으로 갈수록 유의하게 자기효능감이 작아진 결과, 정승교 등(2000)

의 연구에서 ‘건강이상이 있다’고 한 집단이 ‘그저 그렇다’고 답한 집단보

다 BMI가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주어 이 연구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폐경여부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를 본 결과 폐경전 집단에서는 음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가지 항목에서 BMI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폐경집단에서는 음주,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 항목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김영복 등(2003)의 30세에서 6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BMI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실천 분석결과 식습관, 수면시간, 성인병검진의 참여경험, 암

검사의 참여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체중

군이 저체중․정상체중군에 비해 규칙적으로 하루 3회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의 결과도 폐경전 집단은 BMI가 증가할수록 더 아침식

사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기존의 연구(권영숙, 1998)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최종적으로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 등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의 차이,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변수로서 연령, 거주형태,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분야, 소득수준, 폐경여부를 통제해주었다. 대상자의 특

성으로서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을 연속형 변수로서 독립변수로 하고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 체중이 증가할수록 건강행위를 더 많이 하였

고,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지 않을수록 건강행위를 덜 하였다. 

   두 변수의 조합에 따라 15개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고 대상자의 특성변

수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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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분야, 폐경여부는 건강행위 여부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어 연령은 한살

증가 시 1.01배로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중졸이

하를 기준으로 고졸은 1.48배, 대졸이상은 1.62배 이상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높았고 결혼상태는 미혼집단을 기준으로 사별․이혼․별거 집단은 

0.56배로 불건강행위군에 속하였다.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제1군을 기준집단

으로 하였을 때 제2군이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0.61배로 불건강행위

군에 속하였다. 폐경전집단을 기준으로 폐경집단이 1.69배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높았다. 국외논문의 경우 노년층이 장년층보다 건강행위에 관

심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나(Walker, 1988) 국내논문은 노년층보다는 오히

려 젊은 층이 건강증진 생활양식을 더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전

정자․김영희, 1996) 또한 김현실(1998)의 연구에서도 40대가 노령자보다 

건강증진행위를 더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사례와 반대 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

   이숙자 등(1996)의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의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연령, 직업, 학력, BMI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문상식 등

(2001)에서는 결혼상태변수에서 별거․사별․이혼 집단에 비해 유배우, 미혼

집단이 모두 높은 건강행위 실천 확률이 높다고 하여 이 연구결과와 동일

하였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높게 평가하

는 경향이 있다(서연옥, 1995)고 하였는데 교육수준, 경제활동분야는 이에 

부합되었으나 소득수준변수는 건강행위 유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기존 문헌에 상반되었다.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각 조합들과 건강행위의 정도를 알아본 결과 

14개 집단 중 odds값이 유의한 것은 저체중×좋음, 저체중×보통, 정상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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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쁨, 위험체중×좋음, 위험체중×보통, 비만Ⅰ×좋음, 비만Ⅰ×보통, 비만

Ⅱ×좋음의 8개 집단이다.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을 조합한 변수를 넣어

주었을 때, 뺐을 때에 비해 로그우도값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표9>의 모

형이 적합하다고 간주하고 14개 조합의 odds ratio에 따른 건강행위 경향

성을 보면 기준집단에 비해 불건강행위군에 속할 집단은 저체중×좋음, 저

체중×보통, 저체중×나쁨, 정상체중×나쁨, 비만Ⅱ×나쁨의 5개 집단으로 

BMI가 저체중인 대상자와 정상체중이면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 비만

Ⅱ이면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인 경우가 포함되었다. 동일 BMI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저체중을 제외한 나머

지 군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음’에서 ‘나쁨’으로 갈 때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BMI가 증가할수

록 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동일할 경우 BMI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음’, ‘보통’인 경우 BMI

가 증가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인 경우 일정한 양상을 보이

지 않았다. 이는 문상식 등(2001)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은 경우 건강

행위실천이 높다는 결과와 동일하며 김남진(2000)은 건강행위가 높으면 

주관적 건강상태도 좋은 편이라고 하여 방향은 다르지만 건강행위와 주관

적 건강상태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

을 대상으로 한 Duffy(1993)의 연구와 전정자ㆍ김영희(1996)의 연구에서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군이 부정적으로 평가

하고 있는 군보다 건강행위를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

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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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 결과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적 건강인식의 측정이 객관화된 조사도구를 이용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개인의 건강인식을 한 개의 질문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주관적인 건강인식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된 설문지를 통한 정확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을 때 연구결과 또한 더욱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249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여성을 대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해주지 못한 점이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사회경제적인 요인으로서 

통제해준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활동분야, 소득수준 이외의 

요인들의 조사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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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 론론론

   대상자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 건강인식과 BMI

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관련성이 없었다. 이는 폐경여부로 집단을 나누

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MI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를 폐경유무로 관찰집단을 나누어 알아본 

결과 Alameda7에 의한 7가지 건강행위 중 폐경전 집단에서는 흡연, 체중

조절,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아침식사, 간식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폐경집단에서는 음주, 체중조절, 규칙적 운동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

여 폐경여부에 따라 건강행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를 폐경유무로 관찰집단을 나

누어 알아본 결과 폐경전 집단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라 흡연, 체중

조절,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간식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을수록 흡연은 음의 방향성, 체중조절․적정수면․규칙적 운동․

간식여부는 양의 방향성을 띄었다.

   BMI 및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라 건강행위 유무에 차이가 있는지 대상

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BMI

는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인식은 긍정적일수록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의 조합을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한 후 건강행위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저체중×좋음, 기준집단(정상체중×좋음), 위험체

중×좋음, 비만Ⅰ×좋음, 비만Ⅱ×좋음을 비교하였을 때, 주관적 건강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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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해줬을 때에 BMI가 증가할수록 기준집단에 비해 건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을 조합한 14개 집단의 odds ratio

에 따른 건강행위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 BMI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았을 

때 저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음’에서 ‘나쁨’

으로 갈 때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값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

한 경향은 BMI가 증가할수록 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주관적 건강인식이 동일할 경우 BMI에 따른 건강행위 정도를 보

았을 때 주관적 건강인식이 ‘좋음’, ‘보통’인 경우 BMI가 증가할수록 기준

집단에 비해 건강행위군에 속할 odds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 건강인식이 ‘나쁨’인 경우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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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부록1>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행위 실천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 구  분
건강행위 실천

p-value
건강행위군

(N, %)
불건강행위군

(N, %)

연   령

20대 170(12.9) 227(19.4)

0.0002
30대 389(29.4) 323(27.6)

40대 368(27.8) 302(25.8)

50대 이상 395(29.9) 308(27.2)

거 주 유 형

아 파 트 603(45.6) 554(47.3)

0.425단독․연립․다세대주택 661(50.0) 575(49.2)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 58(4.4) 41(3.5)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421(31.8) 387(33.1)

0.75고    졸 498(37.7) 440(37.6)

대졸 이상 403(30.5) 343(29.3)

결 혼 상 태

미    혼 169(12.8) 181(15.5)

<0.0001기    혼 998(75.5) 783(66.9)

사별․이혼․별거 155(11.7) 206(17.6)

경제활동분야

제1군 216(16.3) 179(15.3)

0.0004제2군 404(30.6) 445(38.0)

제3군 702(53.1) 546(46.7)

가구소득수준

50만원 이하 1198(90.6) 1007(86.1)

0.003
150만원 이하 72(5.5) 94(8.0)

300만원 이하 39(2.9) 57(4.9)

301만원 이상 13(1.0) 12(1.0)

폐경여부
폐경전 945(71.5) 907(77.5)

0.0006
페  경 377(28.5) 2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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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BMI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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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 변수를 연속형으로한 건강행위 실천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건강행위 실천 유무

odd ratio
95% 신뢰구간

p-value
하한값 상한값

연     연     연     연     령령령령 1.01 1.00 1.02 0.029

거 거 거 거 주 주 주 주 지 지 지 지 역역역역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1.12 0.94 1.33 0.222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 1.44 0.93 2.22 0.099

교 교 교 교 육 육 육 육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중졸 이하

고    졸 1.51 1.16 1.96 0.002

대졸 이상 1.66 1.21 2.29 0.002

결 결 결 결 혼 혼 혼 혼 상 상 상 상 태태태태

미    혼

기    혼 1.19 0.89 1.60 0.238

사별․이혼․별거 0.58 0.38 0.91 0.017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

제1군(전문행정관리직․사무직)

제2군(판매서비스․농어업 등) 0.64 0.45 1.08 0.002

제3군(군인․학생․주부․무직) 0.91 0.37 1.90 0.487

소 소 소 소 득 득 득 득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5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04 0.71 1.52 0.842

300만원 이하 0.69 0.45 1.08 0.103

301만원 이상 0.84 0.37 1.90 0.668

폐 폐 폐 폐 경 경 경 경 여 여 여 여 부부부부

폐경전

폐  경 1.64 1.23 2.18 <0.001

BMIBMIBMIBMI 1.30 1.19 1.42 <0.0001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 0.89 0.79 1.00 0.05



- 40 -

 <부록4> BMI와 주관적 건강인식 변수를 범주형으로한 건강행위 실천 유무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건강행위 실천 유무

odd ratio
95% 신뢰구간

p-value
하한값 상한값

연     연     연     연     령령령령 1.01 1.00 1.02 0.029

거 거 거 거 주 주 주 주 지 지 지 지 역역역역

아파트

단독․연립․다세대 1.12 0.94 1.33 0.223

영업용 건물 내 주택 등 1.44 0.93 2.22 0.099

교 교 교 교 육 육 육 육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중졸 이하

고    졸 1.51 1.16 1.96 0.002

대졸 이상 1.66 1.21 2.29 0.002

결 결 결 결 혼 혼 혼 혼 상 상 상 상 태태태태

미    혼

기    혼 1.19 0.89 1.60 0.237

사별․이혼․별거 0.58 0.38 0.91 0.017

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경제활동분야

제1군(전문행정관리직․사무직)

제2군(판매서비스․농어업 등) 0.64 0.48 0.85 0.002

제3군(군인․학생․주부․무직) 0.91 0.70 1.18 0.485

소 소 소 소 득 득 득 득 수 수 수 수 준준준준

50만원 이하

150만원 이하 1.04 0.71 1.52 0.843

300만원 이하 0.69 0.45 1.08 0.103

301만원 이상 0.83 0.37 1.90 0.665

폐 폐 폐 폐 경 경 경 경 여 여 여 여 부부부부

폐경전

폐  경 1.64 1.23 2.18 <0.001

BMIBMIBMIBMI 1.28 0.97 1.70 0.08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 0.88 0.73 1.07 0.199

BMI BMI BMI BMI ××××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주관적 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건강인식 1.00 0.93 1.09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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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A-YOU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 D)

  Since obesity not only blows some physical and mental damages to 

human beings by itself but also increases the risk of various 

secondary diseases including hyperlipemia, second-combination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coronary heart disease and degenerative 

arthritis, it is important to manage obesity effectively, and in 

particular, positive health behaviors are important for treatment of 

obesity.

  Many of the recent researches focus on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as a factor affecting their positive health 

behaviors. However such disputable approach has yet to be resear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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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and BMI to health behavior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ampled, from the database of the 

tertiary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492 women aged 20 or 

older who had been found to suffer no disease. According to the 

criteria set by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BMI 23㎏/

㎡ or higher was regarded as overweight, while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was classified into 'good,' 'normal,' and 'bad' on a 

3-point scale. On the other hand, assuming that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may be affected by the subjects'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socio-economic level, the researcher controlled such 

demographic variables as age, residental area, income level, marital 

status and menopause and thereby, analyzed the data with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BMI would 

be correlated with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and further, whether 

BMI would be correlated with 15 combinations of health perception 

combin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s a consequence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subjective perception of health without controlling subjects' 

socio-economic variables,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founded 

between them.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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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riable 'menopause' controlled, it was found that BMI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ch sub-variables of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s smoking, weight control, controlled sleeping hours, 

regular exercise, breakfast and snack control in the pre-menopause 

group. In the post-menopause group, such sub-variables as drinking, 

weight control and regular exercise were significant.

  As a result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ocio-economic variables controll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MI /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and health behaviors -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e group engaged in health behaviors and 

the group not engaged -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BMI was 

(p<0.0001), and the more positive the subject health perception was 

(p=0.05), the health behaviors were higher. When the extent of the 

health behaviors were examined in reference to subject health 

perception in the same BMI group, it was found in the other groups 

but the underweight group that the more negative the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as, the values of the odds which should have been shown 

in the group engaged in health behaviors tended to decrease more. 

Such tendency were more evident when BMI was higher. In addition, 

when the health behaviors were examined in reference to BMI levels 

in the case that the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was at the same 

level, the higher the BMI was, the odds which should have been 

shown in the group engaged in health behaviors increased in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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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rmal' health perception groups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However, such a pattern was not consistent in 'bad' health perception 

group.

  This study may have been limited because it's results from 2,492 

women could not well be generalized to be applied to the population 

of the Korean adult women and that its results were based on the 

single measurement variable or subjective health perception, but it 

may be significant partly because it focused on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partly because the subjective health condition may well 

be a significant variable useful even to prediction to death risk (Idler 

&Angel, 1990). All in all,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positive 

health behaviors may be essential to keep personal health and 

therefore, we must make efforts to have some positive health 

perception, and in addition, endeavor to habitualize the positive health 

behaviors regardless of our BMI levels.

 KEY WORDS : BMI, health behaviors, subjective perception, menop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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