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한국 성인의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2015-2017)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보   람 



 

 

한국 성인의 신체 활동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2015-2017) 

 

지도교수 김 창 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 건 학 과 

김  보  람 



 

 

김보람의 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   창   수   인 

           심사위원     신   동   천   인 

           심사위원     하   범   만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년 12월   일 



 

 

감사의 글  

 

먼저, 국가적 재난인 COVID-19 의료 현장에서 간호병과를 포함하여 전 군에

서 한마음으로 모인 선후배님들과 함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

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현 상황이 종료되길 기도합니다.  

위탁 교육의 기회는 저에게 학업적인 부분에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키우는 시기도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개인지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회 참석을 통하여 안

목을 넓힐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창수 교수님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배우는 분야에 대해서 군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

해서도 지도해주시고 서울시 역학조사관으로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

고 무엇이든 질문하여도 답변해주시고 같이 고민해주신 신동천 교수님 감사드

립니다. 배운 지식을 통하여 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흔쾌히 석사 논문의 심사를 맡아 주시고 꼼꼼하게 피드백 해주신 하범

만 준장(진)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세심하

게 확인해주시고 지도해주셨기에 이 논문이 완성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동안 보건학에 대해 알게 해주신 남정모 교수님, 장성인 교수님,  

정선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석사 과정을 마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학과 선생님들께 감사합니

다. 입학하기 전, 준비사항부터 시작하여 이번 학위 논문을 끝마칠 때까지 함

께 달려준 장희선 선생님, 학업 시작을 함께 시작하며 정신적 멘토가 되어준 

김교연 선생님, 고민은 많지만 언제나 잘해내는 하예원 선생님, 짧은 시간이

지만 많은 추억을 쌓은 하예슬 선생님, 연구실에 붙박이 이민선 선생님, 환경

에 긍정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최주희 선생님, 미래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

는 우선영 선생님, 논문에 늪에 빠졌을 때 도와주신 정경준 선생님, 입학 메

이트 김세린, 강수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EPINEF 연구실 선생님들 감

사했으며, 동기라는 이유 하나로 아낌없이 주던 휘준이와 후배지만 선배 같았

던 빛나에게도 감사합니다. 또한, 위탁 동기인 선영이와 혜진이에게도 감사합

니다.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선희에게도 고맙고 얼

마 남지 않은 타국 생활 건강하게 복귀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배로서 항

상 저에게 힘을 주고 갈 길을 안내해주시는 김주은 소령님께도 감사합니다.    

 이 교육의 기회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건

위탁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학교장님 이하 간호병과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간호장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쓸 수 있게 

해주신 박래정 의무대장님과 김성진 참모장님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갈 수 있게 

해주신 진철호 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대를 지나 30대를 함께하는 불사조 친구들(아라,윤지,미화,재은,민지),  



 

 

같은 세브란스에 있으면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준 소영이에게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는 길을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김태중님, 이인옥님 감

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잘 이겨냈고 앞으로도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동생 김선호님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누나 

옆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군인인 누나를 대신해 부모님께 신경 써주는 동생이 

있어 임무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항상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순간을 생각하며 성장

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김보람 

 

 

 

 

 

 

 



i 

 

차  례 

 

국문요약................................................................... iv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4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5 

1. 신체활동의 개념 ....................................................... 5 

2. 스트레스의 개념 ....................................................... 7 

3. 선행 연구 ............................................................. 8 

Ⅲ. 연구방법 ............................................................... 10 

1. 연구자료 ............................................................. 10 

2. 연구대상자 ........................................................... 13 

3. 변수정의 ............................................................. 14 

가. 종속변수 ..................................................................................................................................... 14 

나. 흥미변수 ..................................................................................................................................... 14 

다. 독립변수 ..................................................................................................................................... 16 

４. 분석방법 ............................................................ 19 

５. 연구윤리 ............................................................ 20 

Ⅳ. 연구결과 ............................................................... 21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21 

2. 연구대상자의 건강 행태 특성 .......................................... 24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 27 



ii 

 

4.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 30 

5.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신체활동 관련 하위집단 분석 ...................... 32 

가．성별에 따른 분석 ................................................................................................................. 32 

나．연령에 따른 분석 ................................................................................................................. 32 

다．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 ..................................................................................................... 33 

라．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석................................................................................................. 33 

마．우울증 경험에 따른 분석................................................................................................. 34 

바．수면 시간에 따른 분석 ..................................................................................................... 34 

6. 지역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 37 

７. 다수준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7 

８. 우울증상에 대한 세부 분석 ........................................... 53 

Ⅴ. 고찰................................................................... 55 

Ⅵ. 결론................................................................... 59 

ABSTRACT ................................................................ 65 

 

 

 

 

 

 



iii 

 

List of Tables 

 

Table 1. Survey area and survey items in Community Health Survey ........................................... 12 

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 18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 23 

Table 4.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 26 

Table 5.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stress 

status ............................................................................................................................... 29 

Table 6.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stress status

 ........................................................................................................................................ 31 

Table 7. Independent subgroup analysis in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 35 

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by region ................................................ 41 

Table 9．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perceived stress status by region . 44 

Table 10．Odds ratios for perceived stress status using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 50 

Table 11. Type of depression symptom .......................................................................................... 53 

 

 

 List of Figures 

 

Figure 1. Participation rate in sports for all ...................................................................................... 2 

Figure 2.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 13 

Figure 3. Type of depression symptom .......................................................................................... 54 

 

 

 

file:///C:/Users/amirr/Desktop/학위논문/신체활동과%20스트레스의%20연관성(1226).docx%23_Toc59897207


iv 

 

국문요약  

 

한국 성인의 신체활동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신체 활동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정의하며 세계적으로 매년 320만명이 신체 활동 부족으로 

사망하고 있다. WHO에서 보면, 만성 질환으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의 경우 사

망률은 13%, 6%인데 신체 활동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6%로 높은 수치이기에 

공중보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CDC에서는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강한 성인들은 주 5일에 최소 30분 동안 중강도의 유산

소 신체 활동을 하거나 주 3일에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강도의 유산소 신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신체 활동은 개인의 건강에 가장 직접

적인 영향을 주며 질병을 예방하고 체력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기에 규칙적

인 신체활동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여기

서 더 나아가 신체활동을 통하여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도록 하

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

을 높일 수 있기에 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이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체 활동

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서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에 따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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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알고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5-2017년 

3개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응답자 685,391명 중에서, 각 변수들의 무응답/응

답거절, 결측치가 존재하는 9,448명을 제외시켰으며 최종적으로 675,943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로 

범주형 변수로 설계하였으며, 흥미변수는 신진대사 해당치(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건강행태 변수들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구의 분석 방법의 경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 및 기타요인에 대하여 빈도분석

을 수행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단변수 분석으로 사회인구학적 요

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과 신체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으며 그 후에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앞서 제시한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독립변수인 신체활동 차이에 

따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지역 

변수들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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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신진대사 해당치(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가 600 이상

인 경우 411,957명(61%), 600 미만인 경우 263,838명(39%)로 1/3 이상의 사람

들이 신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알 수 있었으며 신체활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가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

레스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남성이거나 연령이 높아지고 혼자이거나 고소득일 

경우 스트레스가 낮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건강행태 특성과 스트레스 연관

성을 보면, 과거 흡연자나 비흡연자 그리고 비음주자,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

거나 충분한 수면을 이루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낮아질 확률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신체활동을 적게 할수록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게 될 확률이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서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건강증진 활동인 신체활동과 정신적 요인인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자 하였으며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였다. 이에 신체활동의 중요성

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며 보건 기관에서는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

육 및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상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핵심어: 신체활동, 스트레스,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 신진대사 해당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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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정의한다. 세계적으로 매년 320만명이 신체활동 부족으로 

사망하고 있으며(Health and Services 2008) WHO에서 보면, 만성 질환으로 

알려진 고혈압과 당뇨의 경우 사망률은 13%와 6%이며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6%로 높은 수치이기에 공중보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 신체활동 권장지침"  2012). 1995년도에 미국 스포츠 

의학 대학(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ACMS)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는 

신체활동과 공중 보건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인들은 매주 5일에 최소 30분 동안 중강도의 유산소 

신체활동을 하거나(Pate et al. 1995), 주 3일에 최소 20분 동안 격렬한 

강도의 유산소 신체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Haskell et al. 2007). 이와 

같은 신체활동은 개인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질병을 예방하고 

체력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기에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이학권 and 지준철 2020).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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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신체활동을 통하여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도록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을 낮추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기에 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이다(이윤영 and 박재우 2012).  

추가적으로 신체활동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과 같은 조기 만성 질환을 줄일 수 있으며 각종 암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기분 및 정신건강을 증진 

시킴으로 건강상에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KESANIEMI et al. 2001). 

하지만 ‘2018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1/3의 경우 

생활체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기에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Figure 1).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대 사회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영양 

Figure 1. Participation rate in sports for all 

[Dat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 of participation in Sports for al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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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증가되며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함과 여가시간의 증대를 가져왔다. 

하지만 빠른 변화 속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사무직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신체 활동 능력이 감소되고 

체력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 정서 불안이나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증가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운동종목에 참여가 필요하며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과 생활 만족을 얻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신체활동은 

일상생활에서의 권태로움을 탈피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정제훈 2008). 이러한 신체활동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이나 건강행태요인들로 영향을 받는데 지역 수준에 따른 차이에서도 

사회활동 참여 개수가 신체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특정지역이나 취약계층(노인, 여성, 어린

이)을 대상자들로 연구를 진행하여 한정되었으나 이 연구의 경우 전국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신체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연령이나 성별의 차이와 더불어 지역별 편차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단순히 신체활동 유무로 판단하지 않고 국제신체활동설문(IPAQ) 

점수 환산법에 따라 운동 종류, 횟수, 시간에 따른 신체 활동량으로 분석함으

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 방법이라 하겠다(Saftlas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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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성인의 신체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신체활동에 따른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둘째, 연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에 따른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행태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대상자만으로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건강행태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넷째, 지역별 연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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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신체활동의 개념 

 

신체활동은 운동과 스포츠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일정강도 

(중강도와 고강도) 이상의 신체활동은 건강 유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rbin and Lindsey 1998). 신체활동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서로 

어울려 집단 활동을 통하여 인간 관계에 사회화를 높여주며(전혜자, 이서형, 

and 홍양자 2008) 스스로의 삶에 만족감을 준다. 정부에서는 생활 체육에 

참여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well-being)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를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주며 현대사회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이강헌 2005). 

신체활동은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며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신체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면 

만성질환과 우울증의 유병률이 낮아지고 면역기능이 향상되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또한, 신체활동의 참여는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주관적 안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참여 기간이 길수록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제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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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스포츠 활동 중에 하나인 생활체육의 경우 불규칙하고 무료한 

일상으로부터 운동을 통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며 

신체적으로 건강한 몸매를 유지시키고 심신에 활력을 넣어준다(문형필 2011).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신체활동의 경우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다.  

첫번째, 신체활동부족(Insufficient Physical Activity)은 신체활동 또는 

운동실천이 부족한 상태로, 중강도의 신체활동을 주당 총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주당 총 75분 이상 수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둘째, 중강도 신체활동(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은 쉴 때의 

강도보다 3.0~5.9배 높게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쉴 때의 강도를 1~10으로 

설정하였을 때 5~6 정도에 해당하는 강도를 말한다.  

셋째, 고강도 신체활동(Vigorous-Intensity Physical Activity)의 경우 

성인은 쉴 때의 강도보다 6.0배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은 쉴 때의 강도보다 

7.0배 이상 높은 강도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강도를 1~10으로 

설정하였을 때 7~8 정도에 해당하는 강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Health-enhancing Physical 

Activity)은 과도하게 해롭거나 위험하지 않으면서, 건강이나 신체기능에 

이득이 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의미한다(Corbin and Lindse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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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stress)는 본래 물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생물체를 위협하는 자극 또는 그 자극으로 인한 생리적인 

반응의 용어로 사용된 것은 캐나다의 생리학자이자 의사였던 한스 셀리(Hans 

selye)에 의해서였다. 셀리(selye)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신체에 부담이 

생기거나 몸에 비특이적인 반응이 발생하는 것을 스트레스로 

정의하였다(Selye 1976). 스트레스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몸의 긴장을 

반영한다(Lazarus and Folkman 1984).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인이 인내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경우 생활에 활력소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김영미 

and 이여진 2012),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olkman 2013). 하지만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넘거나 방어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반응으로 우울, 초조, 불안이 발생하며 신체화 반응이 발생되게 

된다(Pietrzak et al. 2014). 이럴 경우,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운동과 같은 신체활동이며 신체적으로 건강상태를 향상시키며 

심리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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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 연구 

 

신체활동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로는 취약계층(노인, 유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있다. 유아의 경우, 신체활동 놀이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놀이를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유아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감정들이 발산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송자영 2001). 전업주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가 활동 시 중강도 및 고강도 운동이 30분 미만일 

경우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김경미 2016), 고령화패널조사를 통한 연구에서는 

운동 횟수, 시간 등이 심리적 상태인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정규형 2017). 그리고 주기적인 신체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효과가 광범위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신체활동을 

통하여 질병의 발생을 낮추기에 진료비 감소에 영향을 주며 사회경제적 

손실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Brown et al. 2012). 

이렇게 대상자를 한정한 단면연구 외에 대규모 코호트(=5,061)에서는 격렬한 

운동을 참여한 대상자들은 스트레스가 낮게 나왔으며(Steptoe and Butler 

1996) 1998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발표된 연구(표본크기: 648,726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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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8개)의 경우 레저 시간에 시행한 신체활동 뿐 아니라 업무 관련 

신체활동 모두 정신 건강과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었다(White et al. 2017). 

최근 계층 간의 격차가 증가되고 있으며 외부의 급변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정신건강은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이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문제 뿐 아니라 정신 건강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질병 

부담금의 증가가 나타난다(김지은 et al. 2019).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 

문제의 해결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삶의 질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Vigo, Thornicroft, and Atu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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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의 목적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및 평가하고, 조사수행 체계를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건강 통계를 생산하며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의 기반 마련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4년을 하나의 조사주기로 설정하고 지표의 중요도와 활용성,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조사항목을 1년, 2년, 4년 주기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연도주기별 조사항목의 비율은 70%, 20%, 10% 

순이다. 조사 모집단은 통･반/리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조사방법으로는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프로그램이 탑재된 노트북을 사용하여 1:1 

면접조사(전자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내용으로는 개인설문조사와 가구설문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조사는 표본가구 당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에게 조사하고 개인조사는 

가구원 모두에게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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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은 18개 영역, 20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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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rvey area and survey items in Community Health Survey  

 

[Data: Community Health Survey Guidelin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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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 

 

2015-2017년 3개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응답자 685,391명 중에서, 각 변

수들의 무응답/응답거절, 결측치가 존재하는 9,596명을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675,795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Figure 2).  

 

 

Figure 2.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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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정의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스트레스의 강도이다.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라는 문항은 주관

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편으로 하였으며 ‘조금 느끼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라는 문항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강도가 낮은 

편으로 하였다. 이렇게 스트레스 강도가 높고 낮은 유무에 따라 범주형 변수

로 설계하였다.  

 

나. 흥미변수  

 

신체활동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신체의 

움직임으로 정의한다(Caspersen, Powell, and Christenson 1985). 신체활동

에 관한 문항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격렬한(고강도) 신체활동, 중등도(중강

도) 신체활동, 걷는 시간의 일수 및 시간이었으며 이를 신진대사 해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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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신진대사 해당치(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는 안정 시 1분 동안 소

비되는 산소량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MET-min/week = MET level x minutes of activity x events per week]  

 

- 걷기 MET= 3.3(MET level) x 걸은 시간(min) x 일 수(day)  

- 중등도(중강도) MET= 4.0(MET level) x 중등도 활동 시간(min) x 일 수(day)  

- 격렬한(고강도) MET= 8.0(MET level) x 격렬한 활동 시간(min) x 일 수(day) 

 

이와 같이 개별로 계산된 값을 합산하여 나온 총 신진대사 해당치를 통하여 2

단계의 신체활동으로 분류하였다. 600 MET-min/week 이하로 신체활동을 한 경

우 최소한의 신체활동을 한 경우로 볼 수 있으며, 600 MET-min/week 이상일 

경우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신체활동을 한 것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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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건강행태 변수들로 나누어 측정

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인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연령은 19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10세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을 포함하여 6개의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중에 ‘동’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로 하였

으며 기타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중에 ‘동’에 거주하는 경우 중소도시로 하였다. 이 두가지 경우를 제

외하고 전국에서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는 농어촌으로 분류하였다.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혼인 상태의 경우 결혼 또는 동거, 미혼(이혼, 별거, 사별)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 미만, 1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으로 하였으며 직업의 경우 전문직, 화이트 칼라 직종, 영업직, 농업/어업 직

종, 단순노무직, 기타로 하였다.  

건강 행태 변수들의 경우, 체질량 지수(BMI, Body Mass Index)는 비만도를 나

타내는 지수로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으로 23 미만의 경우 

정상, 23이상 25 미만의 경우 비만 전 단계, 25 이상의 경우 비만으로 분류하

였으며 흡연의 경우에는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 흡연자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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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량의 경우 비음주자, 음주자로 분류하였으며 본인이 인지하는 건강 상태

에 대해서는 좋음, 보통, 나쁨 단계로 나타냈다. 그리고 우울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아니오’로 분류하였으며 수면 시간은 7시간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변수의 세부 내용은 Table 2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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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finition of variable 

Variables Categorization 

Dependent 

variable 
Perceived stress status High, Low  

Interesting 

variable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  
600 or more, 600 or less 

Independent 

variable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x  Men, Women 

Age 19-29, 30-39, 40-49, 50-59, 60-69, 70≦ 

Region Capital area, Metropolitan area, Rural area 

Education level 
University or over, High school,  

Middle school or less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married or cohabit),  

Living without spouse  

(divorced, separated, bereavement)  

Income 

[unit: thousands]  

4,000 or more, 

over 1,000 and under 4,000,  

1,000 or less 

Job 
Professional, White-collar, Sales position,  

Farming/Fishing, Simple labor job, others 

Health behavior variables  

Body Mass Index (BMI) 
Underweight & Normal range,  

Overweight, Obese  

Smoking 
Never smoker, Former smoker,  

Current smoker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Drinker  

Self-perceived health status Good, Moderate, Poor  

Depression experience Yes, No  

Sleep time 7 hour or more, 7 hour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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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 분석방법 

 

이 연구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3개년 데이터를 이용하여(2015-2017)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 및 기타요인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단변수 분석으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건강행태 

관련 요인과 신체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그 후에 연구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이 때 앞서 제시한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보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독립변수인 신체활동 차이에 따른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역별 개인의 차이를 

알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으며 개인과 지역 변수들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수준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는 각 단계별 교차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으며, 자료의 통계 분석은 SAS version 9.4를 

사용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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５. 연구윤리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심의에서 IRB 심의 면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대상으로 면제승인을 받았다(Y-2020-

0144). 

2015-20157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사전에 모든 대상자에게 설문관련 

동의서를 받았으며, 조사에 사용된 도구와 과정은 지역사회건강조사 IRB 

심의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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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총 연구대상자는 19

세 이상 성인으로 675,795명 중, 신진대사 해당치(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가 600 이상인 경우 411,957명(61%), 600 미만인 경우 263,838명(39%)

로 1/3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체활

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집단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강도가 높다고 응답

한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였다(600 <= MET: 24%; MET < 600: 26.3%). 성별의 

경우 남성은 304,074명(45%), 여성은 371,721명(55%)이며 스트레스가 높은 집

단을 비교하면, 남자의 경우 73,002명(24%), 여자의 경우 95,236명(25.6%)으

로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비율은 여성이었다. 연령의 경우 20대는 73,341명

(10.9%), 30대는 92,646명(13.7%), 40대는 120,633명(17.9%), 50대는 134,210

명(19,9%), 60대는 116,277명(17.2%), 70대 이상은 138,688명(20.5%)으로 나

타났다. 지역으로 살펴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은 186,560명(27.6%)이며 

중소도시의 거주자는 192,608명(28.5%), 농어촌은 296,627명(43.9%)으로 나타

났다.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을 비교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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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비율이 낮았다(Capital area: 26.5%; 

Metropolitan area: 26.9%; rural area: 22.6%). 교육 수준의 경우,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원은 242,556명(28.4%), 고등학교까지는 191,719명

(28.4%), 중학교 이하는 241,529명(35.7%)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의 관련하

여서는 결혼 상태이거나 동거의 경우 458,358명(67.8%), 이혼/별거/사별로 인

하여 혼자인 경우 217,461명(32.2%)이었다. 수입의 경우 고소득은 194,282명

(28.7%), 중소득은 340,753명(50.4%), 저소득은 140,760명(20.8%)로 나타났으

며 직업으로 분류하면 전문직의 경우 72,506명(10.7%), 화이트 칼라 직종의 

경우 59,601명(8.8%), 영업직은 87,371명(12.9%), 농업/어업의 경우 83,260명

(8.7%), 단순 노무직은 123,935명(18.3%), 기타로는 249,122명(36.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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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Perceived stress status (N=675,795) 

Total High Low 
P-value 

N (%) N (%) N (%) 

Total  675,795 100.0 168,238 24.9 507,557 75.1  

MET   
 

 
 

  

≥600  411,957 61.0 98,782 24.0 313,175 76.0 <.0001 

< 600 263,838 39.0 69,456 26.3 194,382 73.7  

Sex        

Men 304,074 45.0 73,002 24.0 231,072 76.0 <.0001 

Women 371,721 55.0 95,236 25.6 276,485 74.4  

Age        

19-29 73,341 10.9 22,162 30.2 51,179 69.8 <.0001 
30-39 92,646 13.7 30,948 33.4 61,698 66.6  

40-49 120,633 17.9 34,252 28.4 86,381 71.6  

50-59 134,210 19.9 31,177 23.2 103,033 76.8  

60-69 116,277 17.2 22,440 19.3 93,837 80.7  

≥70 138,688 20.5 27,259 19.7 111,429 80.3  

Region        

Capital area 186,560 27.6 49,354 26.5 137,206 73.5 <.0001 
Metropolitan area 192,608 28.5 51,780 26.9 140,828 73.1  

Rural area 296,627 43.9 67,104 22.6 229,523 77.4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or over 242,556 28.4 67,879 28.0 174,677 72.0 <.0001 
High school  191,719 28.4 47,536 24.8 144,183 75.2  

Middle school or less 241,520 35.7 52,823 21.9 188,697 78.1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458,358 67.8 110,549 24.1 347,809 75.9 <.0001 
Living without spouse 217,437 32.2 57,689 26.5 159,748 73.5  

Household income         

4,000 or more  194,282 28.7 50,577 26.0 143,705 74.0 <.0001 

Over 1,000 & under 4,000 340,753 50.4 83,383 24.5 257,370 75.5  

1,000 or less  140,760 20.8 34,278 24.4 106,482 75.6  

Job        

Professional 72,506 10.7 22,539 31.1 49,967 68.9 <.0001 

White-collar 59,601 8.8 18,909 31.7 40,692 68.3  

Sales position 87,371 12.9 25,530 29.2 61,841 70.8  

Farming/Fishing 83,260 12.3 15,443 18.5 67,817 81.5  

Simple labor job 123,935 18.3 30,106 24.3 93,829 75.7  

Others 249,122 36.9 55,711 22.4 193,411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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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건강 행태 특성  

 

연구 대상자의 건강 행태 습관과 관련된 특성으로 보자면, 체질량 지수 

(BMI)가 저체중이나 정상 체중의 경우 337,659명(50%)이며 비만 전단계는 

160,351명(23.7%), 비만의 경우 177,785명(26.3%)로 나타났다. 흡연 습관에 

관해서는 비흡연자의 경우 429,287명(63.5%), 과거 흡연을 한 적이 있는 경우 

124,582명(18.4%), 현재 흡연자의 경우 121,950명(18.0%)로 나타났다. 

음주 변수의 경우, 비음주자는 216,995명(32.1%), 음주자는 458,800명(67.9%)

로 나왔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 비음주자는 48,683명(22.4%)였으

나 음주자의 경우 119,555명(26.1%)로 음주자의 경우 스트레스 비율이 좀 더 

높았다. 그리고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좋다고 인지하는 

경우는 248,449명(36.8%)이며 보통의 경우는 283,795명(42.0%), 나쁘다고 인

지하는 경우는 143,551명(21.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스트레스의 비율

이 증가되었다(Good: 18.8%; Moderate: 25.2%; Poor:34.7). 우울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42,498명(6.3%)명만 경험하였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경우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수면 시간과 

관련하여 7시간 이상 수면하는 사람들의 경우 354,716명(52.5%), 7시간 미만 

수면하는 사람들은 321,079명(47.5%)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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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사람들은 73,717명(20.8%), 7시간 미만 수면하는 

사람들의 경우 94,521명(29.4%)으로 7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의 스트

레스 비율이 높았다. 세부사항은 Table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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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Variables 

Perceived stress status (N=675,795) 

Total High Low 
P-value 

N (%) N (%) N (%) 

Total 675,795 100.0 168,238 24.9 507,557 75.1  

Obesity Status (BMI)   
 

 
 

  

Normal range or less 337,659 50.0 83,615 24.8 254,044 75.2 <.0001 

Overweight 160,351 23.7 36,670 22.9 123,681 77.1  

Obese 177,785 26.3 47,953 27.0 129,832 73.0  

Smoking        

Never smoker 429,263 63.5 102,987 24.0 326,276 76.0 <.0001 

Former smoker 124,582 18.4 25,660 20.6 98,922 79.4  

Current smoker 121,950 18.0 39,591 32.5 82,359 67.5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216,995 32.1 48,683 22.4 168,312 77.6 <.0001 

Drinker 458,800 67.9 119,555 26.1 339,245 73.9  

Self-perceived health status       

Good 248,449 36.8 46,772 18.8 201,677 81.2 <.0001 

Moderate 283,795 42.0 71,645 25.2 212,150 74.8  

Poor 143,551 21.2 49,821 34.7 93,730 65.3  

Depression experience        

No 633,297 93.7 141,687 22.4 491,610 77.6 <.0001 

Yes 42,498 6.3 26,551 62.5 15,947 37.5  

Sleep time        

7 hour or more 354,716 52.5 73,717 20.8 280,999 79.2 <.0001 

7 hour or less 321,079 47.5 94,521 29.4 226,558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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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Table ５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활동,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소득과 유의한 

결과를 보여줬다.  

신체활동과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보면 신체활동을 적게 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MET < 600: 오즈비=1.06, 95% 신뢰 

구간: 1.05-1.08; 준거집단: MET ≧ 600).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

아질 확률이 1.28배 높았으며(여성: 오즈비=1.28, 95% 신뢰구간: 1.25-1.30; 

준거집단: 남성), 연령은 높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70대 이상: 오즈비=0.28, 95% 신뢰구간: 0.27-0.29; 60대: 오즈비=0.33, 95% 

신뢰구간: 0.32-0.34; 50대: 오즈비=0.45, 95% 신뢰구간: 0.43-0.46; 40대: 

오즈비=0.63, 95% 신뢰구간: 0.62-0.65; 30대: 오즈비=0.88, 95% 신뢰구간: 

0.86-0.90; 준거집단: 20대). 

배우자 유무를 비교하면, 결혼이나 동거하였을 때보다 혼자(별거/사별/이혼)

인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0.86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미혼(별거/사별/

이혼) 오즈비=0.86, 95% 신뢰구간: 0.85-0.87; 준거집단: 결혼/동거).  

소득을 보면,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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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비=1.22, 95% 신뢰구간: 1.19-1.25; 중소득: 오즈비=1.04, 95% 신뢰구간: 

1.02-1.05; 준거집단: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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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stress status 

Variables 
High stress index (N=168,238) 

Odds ratio 95% CI 

MET    

≧  600  1.00   

<  600 1.06 (1.05 - 1.08) 

Sex    

Men 1.00   

Women 1.28 (1.25 - 1.30) 

Age    

19-29 1.00   

30-39 0.88 (0.86 - 0.90) 

40-49 0.63 (0.62 - 0.65) 

50-59 0.45 (0.43 - 0.46) 

60-69 0.33 (0.32 - 0.34) 

≧ 70 0.28 (0.27 - 0.29) 

Region    

Capital area 1.00   

Metropolitan area 1.00 (0.99 - 1.02) 

Rural area 0.94 (0.93 - 0.96) 

Education     

University or over 1.00   

High school  0.98 (0.97 - 1.00) 

Middle school or less 1.05 (1.02 - 1.07)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1.00   

Living without spouse 0.86 (0.85 - 0.87) 

Household Income    

4,000 or more 1.00   

Over 1,000 & under 4,000 1.04 (1.02 - 1.05) 

1,000 or less 1.22 (1.19 - 1.25) 

Job    

Professional 1.00   

White-collar 0.98 (0.96 - 1.00) 

Sales position 0.91 (0.89 - 0.93) 

Farming/Fishing 0.62 (0.60 - 0.64) 

Simple labor job 0.73 (0.71 - 0.75) 

Others 0.58 (0.57 - 0.60) 

*All variables in the table were simultaneously adjust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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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Table ６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건강행태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흡연력, 음주 여부, 주관적 건강 인지 상태, 우울감 경험 

여부, 수면 시간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흡연자 집단의 경우, 과거 흡연자나 비흡연자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확

률이 높았다(현재 흡연: 오즈비=1.69, 95% 신뢰구간: 1.66-1.72; 과거 흡연: 

오즈비=1.11, 95% 신뢰구간: 1.09-1.14; 준거집단: 비흡연자).  

음주의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1.09배 

(음주자: 오즈비=1.09, 95% 신뢰구간: 1.07-1.11; 준거집단: 비음주자)였으며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안좋다고 생각할수록 

스트레스의 지수가 높아졌다(나쁨: 오즈비=3.71, 95% 신뢰구간: 3.64-3.78; 

보통: 오즈비=1.61, 95% 신뢰구간: 1.59-1.64; 준거집단: 좋음).  

우울감 경험 유무로 볼 경우, 우울감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스트레스의 강도가 

5.030배(우울감 경험: 오즈비=5.03, 95% 신뢰구간: 4.92-5.14; 준거집단: 우

울감 미경험) 증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면시간으로 보면 숙면을 이루는 사람보다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1.56배(수면 불량: 오즈비=1.56, 95% 신뢰구간: 1.54-

1.58; 준거집단: 수면 양호) 스트레스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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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health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stress status 

Variables 
High stress index (N=168,238) 

Odds ratio 95% CI 

Obesity Status (BMI)     

Normal range or less 1.00    

Overweight 0.97 (0.96-0.99) 

Obese 1.08 (1.06-1.09) 

Smoking      

Never smoker 1.00    

Former smoker 1.11 (1.09-1.14) 

Current smoker 1.69 (1.66-1.72)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Drinker 1.09 (1.07-1.11) 

Self-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00    

Moderate  1.61 (1.59-1.64) 

Poor 3.71 (3.64-3.78) 

Depression experience     

No 1.00    

Yes 5.03 (4.92-5.14) 

Sleep time      

7 hour or more  1.00    

7 hour or less  1.56 (1.54-1.58) 

*All variables in the table were simultaneously adjusted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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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신체활동 관련 하위집단 분석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독립변수인 신체활동 차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Table ７에서 보여진다. 하위그룹 분석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우울감 경험, 수면 시간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가．성별에 따른 분석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분석한 결

과, 남녀 모두 신체활동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아질 확률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신체활동이 낮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가질 확

률이 1.07배(오즈비=1.07, 95% 신뢰구간:1.05-1.09)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경

우는 1.06배(오즈비=1.06, 95% 신뢰구간:1.04-1.08) 증가되었다.  

 

 나．연령에 따른 분석 

 

연령에 따른 분석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40대 이상부터 신체활동이 낮을수록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

아질 확률이 증가되었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신체활동이 낮을수록 높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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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가질 확률이 1.08배(오즈비=1.08, 95% 신뢰구간:1.05-1.11) 증가하

였으며, 60대는 1.12배(오즈비=1.12, 95% 신뢰구간:1.08-1.15), 70대 이상은 

1.13배(오즈비=1.13, 95% 신뢰구간: 1.10-1.17) 증가되었다. 

 

다．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 

 

  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을 살펴보면 신체활동을 많이 한 집단을 준거집단

으로 하였을 때, 대학교 이상의 학업을 수행한 집단의 경우 신체활동이 낮으

면 1.05배(오즈비=1.05, 95% 신뢰구간:1.03-1.07)의 확률로 높은 스트레스의 

강도를 보였으며,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한 경우 신체활동이 낮으면 1.07배(오

즈비=1.07, 95% 신뢰구간:1.05-1.10)의 확률로 스트레스의 지수가 높아졌다. 

그리고 중학교 이하의 학업을 가진 집단의 경우 1.08배(오즈비=1.08, 95% 신

뢰구간:1.05-1.10)의 확률로 높은 스트레스의 강도를 보였다.  

 

라．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석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석에서 신체활동을 많이 한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동거 또는 결혼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은 신체활동을 적게 할 경

우 높은 스트레스 강도를 가질 확률은 1.07배(오즈비=1.07, 95% 신뢰구간: 



34 

 

1.05-1.08)였으며, 사별/이혼/별거로 인하여 혼자인 집단은 신체활동을 적게 

할 경우 높은 스트레스 강도를 가질 확률은 1.05배(오즈비=1.05, 95% 신뢰구

간: 1.03-1.08)였다.   

 

마．우울증 경험에 따른 분석 

 

우울증 경험에 따른 분석을 할 경우, 신체활동을 많이 한 집단을 준거집단

으로 하였을 때,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신체활동을 적게 할 경우 높

은 스트레스 강도를 받을 확률이 1.05배(오즈비=1.05, 95% 신뢰구간:1.04-

1.06)이며, 우울증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 1.20배(오즈비=1.20, 95% 신뢰구

간:1.15-1.25) 증가되었다. 

 

바．수면 시간에 따른 분석 

 

수면 시간에 따른 분석을 할 경우, 신체활동을 많이 한 집단을 준거집단

으로 하면, 7시간 이상 수면을 하는 집단의 경우 신체활동이 낮아지면 스트레

스가 높아질 강도가 1.05배(오즈비=1.05, 95% 신뢰구간:1.03-1.06) 증가하며 

7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하는 집단의 경우 1.08배(오즈비=1.08, 95% 신뢰구

간:1.06-1.10)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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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dependent subgroup analysis in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Variables 

MET 

≥600  <600 

OR  OR 95% CI 

Sex       

Men 1.00  1.07 (1.05 - 1.09) 

Women 1.00  1.06 (1.04 - 1.08) 

Age       

19-29 1.00  0.94 (0.91 - 0.98) 

30-39 1.00  1.00 (0.97 - 1.03) 

40-49 1.00  1.08 (1.05 - 1.11) 

50-59 1.00  1.08 (1.05 - 1.11) 

60-69 1.00  1.12 (1.08 - 1.15) 

≥70 1.00  1.13 (1.10 - 1.17) 

Region       

Capital area 1.00  1.07 (1.05 - 1.10) 

Metropolitan area 1.00  1.10 (1.07 - 1.12) 

Rural area 1.00  1.04 (1.02 - 1.06) 

Education        

University or over 1.00  1.05 (1.03 - 1.07) 

High school  1.00  1.07 (1.05 - 1.10) 

Middle school or less 1.00  1.08 (1.05 - 1.10)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1.00  1.07 (1.05 - 1.08) 

Living without spouse 1.00  1.05 (1.03 - 1.08) 

Household Income       

4,000 or more 1.00  1.08 (1.05 - 1.10) 

  Over 1,000 & under 4,000 1.00  1.04 (1.02 - 1.06) 

1,000 or less  1.00  1.11 (1.08 - 1.14) 

Job       

Professional 1.00  1.08 (1.04-1.12) 

White-collar 1.00  1.07 (1.03-1.11) 

Sales position 1.00  1.04 (1.01-1.07) 

Farming/Fishing 1.00  0.92 (0.88 - 0.96) 

Simple labor job 1.00  0.98 (0.95 - 1.01) 

Others  1.00  1.15 (1.12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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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７. Independent subgroup analysis in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Continued) 

Variables 

MET 

≥600  <600  

OR  OR 95% CI  

Obesity Status (BMI)        

Normal range or less 1.00  1.07 (1.05 - 1.09)  

Overweight 1.00  1.07 (1.05 - 1.10)  

Obese 1.00  1.05 (1.02 - 1.07)  

Smoking         

Never smoker 1.00  1.07 (1.05 - 1.08)  

Former smoker 1.00  1.12 (1.08 - 1.15)  

Current smoker 1.00  1.02 (0.99 - 1.05)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1.11 (1.08 - 1.13)  

Drinker 1.00  1.04 (1.03 - 1.06)  

Self-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00  1.09 (1.06 - 1.11)  

Moderate  1.00  1.02 (1.00 - 1.04)  

Poor 1.00  1.12 (1.09 - 1.15)  

Depression experience        

No 1.00  1.05 (1.04 - 1.06)  

Yes 1.00  1.20 (1.15 - 1.25)  

Sleep time        

7 hour or more  1.00  1.05 (1.03 - 1.06)  

7 hour or less  1.00  1.08 (1.06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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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의 연관성  

 

지역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８과 같으며 사회인구학적 특

성과 건강행태 습관과 관련된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９와 

같다. 분석 결과 신체활동,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소득, 비만 상태, 흡연 

및 음주 여부, 주관적 건강 인지 상태, 우울감 경험 여부, 수면 시간이 유의

한 결과를 보여줬다.  

신체활동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보면 신체활동을 적게 할수록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느끼게 될 확률이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순서였다.  

농어촌의 경우 1.04배(MET < 600: 오즈비=1.04, 95% 신뢰구간: 1.02-1.06; 준

거집단: MET ≧ 600) 증가하였으며 대도시는 1.07배(MET < 600: 오즈비=1.07, 

95% 신뢰구간: 1.05-1.10; 준거집단: MET ≧ 600), 중소도시는 1.10배(MET < 

600: 오즈비=1.10, 95% 신뢰구간: 1.07-1.12; 준거집단: MET ≧ 600)의 확률로 

증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측면에서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농어촌이

며 그 다음으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순으로 나타났다(농어촌 여성: 오즈비

=1.37, 95% 신뢰구간: 1.33-1.41; 대도시 여성: 오즈비=1.25, 95% 신뢰구간: 

1.21-1.29; 중소도시 여성: 오즈비=1.20, 95% 신뢰구간: 1.16-1.24; 준거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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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령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지역에 상관없이 스트레스가 낮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배우자 유무를 보면, 결혼이나 동거를 하였을 때보다 미

혼인 경우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확률을 보였는데 농

어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농어촌 미혼: 오즈비=0.81, 95% 신뢰구간: 

0.79-0.83; 중소도시 미혼: 오즈비=0.88, 95% 신뢰구간: 0.86-0.91; 대도시 

미혼: 오즈비=0.91, 95% 신뢰구간: 0.88-0.93; 준거집단: 기혼). 소득의 경

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소득이 낮아질수록 스트레스의 지수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는데 농어촌의 경우 중간 소득 집단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저

소득 집단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대도시 저

소득: 오즈비=1.28, 95% 신뢰구간: 1.22-1.34; 대도시 중간소득: 오즈비=1.05, 

95% 신뢰구간: 1.03-1.08; 중소도시 저소득: 오즈비=1.28, 95% 신뢰구간: 

1.23-1.34; 중소도시 중간소득: 오즈비=1.05, 95% 신뢰구간: 1.02-1.07; 준거

집단: 고소득; 농어촌 저소득: 오즈비=1.14, 95% 신뢰구간: 1.10-1.18; 농어

촌 중간소득: 오즈비=1.00, 95% 신뢰구간: 0.97-1.02).  

건강행태습관으로 보면, 체질량 지수는 비만 전 단계는 연관성이 없었으며 

비만일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되었다(대도시 비만: 오즈비=1.09, 

95% 신뢰구간: 1.06-1.12; 중소도시 비만: 오즈비=1.10, 95% 신뢰구간: 1.07-

1.13; 농어촌 비만: 오즈비=1.05, 95% 신뢰구간: 1.03-1.07).   

흡연의 경우, 과거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비해 현재 흡연자들이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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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현재 흡연자 집단에서는 농어촌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대도시 현재 흡연: 오즈비=1.64, 95% 신뢰구간: 1.58-

1.70; 대도시 과거 흡연: 오즈비=1.13, 95% 신뢰구간: 1.08-1.17; 중소도시 

현재 흡연: 오즈비=1.69, 95% 신뢰구간: 1.63-1.75; 중소도시 과거 흡연: 오

즈비=1.15, 95% 신뢰구간: 1.11-1.20; 농어촌 현재 흡연: 오즈비=1.73, 95% 

신뢰구간: 1.67-1.79; 농어촌 과거 흡연: 오즈비=1.09, 95% 신뢰구간: 1.05-

1.13; 준거집단: 비흡연). 음주의 경우에도, 비음주자보다는 음주자에서 스

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지역에 상관없이 증가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가

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 음주자: 오즈비=1.09, 95% 신

뢰구간: 1.06-1.12; 중소도시 음주자: 오즈비=1.12, 95% 신뢰구간: 1.09-

1.15; 농어촌 음주자: 오즈비=1.08, 95% 신뢰구간: 1.05-1.10; 준거집단: 비

음주자). 본인이 인지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고 느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으며 이 경우 대도시의 

거주하는 집단의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도시 건

강상태 나쁨: 오즈비=3.79, 95% 신뢰구간: 3.66-3.94; 대도시 건강상태 보통: 

오즈비=1.69, 95% 신뢰구간: 1.65-1.74; 중소도시 건강상태 나쁨: 오즈비

=3.75, 95% 신뢰구간: 3.62-3.89; 중소도시 건강상태 보통: 오즈비=1.64, 95% 

신뢰구간: 1.60-1.68; 농어촌 건강상태 나쁨: 오즈비=3.57, 95%   신뢰구간: 

3.47-3.67; 농어촌 건강상태 보통: 오즈비=1.52, 95% 신뢰구간: 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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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집단: 좋음). 우울감 경험 유무에서는, 우울감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스

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 봤을 때 농어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대도시 우울감 경험: 오즈비=4.75, 95% 신뢰구간: 4.56-

4.94; 중소도시 우울감 경험: 오즈비=4.67, 95% 신뢰구간: 4.49-4.87; 농어

촌 우울감 경험: 오즈비=5.51, 95% 신뢰구간: 5.33-5.70; 준거집단: 우울감 

미경험).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으로 분석한 결과 수면 시간이 낮을수록 스

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다(대도시 수면 불량: 오즈비=1.52, 

95% 신뢰구간: 1.48-1.55; 중소도시 수면 불량: 오즈비=1.57, 95% 신뢰구간: 

1.53-1.60; 농어촌 수면 불량: 오즈비=1.59, 95% 신뢰구간: 1.56-1.62; 준거

집단: 수면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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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by region 

 

Variables  

 Capital area(N=186,560) Metropolitan area(N=192,608) Rural area(N=296,627) 
 Perceived stress status 

P-value 

Perceived stress status 

P-value 

Perceived stress status 

P-value Total High Low High Low High Low 

N (%) N (%) N (%) N (%) N (%) N (%) N (%) 

Total  675,795 100.0 49,354 7.3 137,206 20.3  51,780 7.7 140,828 20.8  67,104 9.9 229,523 34.0  

MET   
 

 
 

  
 

 
 

  
 

 
 

  

≥ 600  411,957 61.0 31,904 25.5 93,395 74.5 <.0001 30,365 25.7 87,971 74.3 <.0001 36,513 21.7 131,809 78.3 <.0001 

< 600 263,838 39.0 17,450 28.5 43,811 71.5  21,415 28.8 52,857 71.2  30,591 23.8 97,714 76.2  

Sex                  

Men 304,074 45.0 21,812 26.1 61,876 73.9 0.0006 23,759 27.0 64,265 73.0 0.3298 27,431 20.7 104,931 79.3 <.0001 

Women 371,721 55.0 27,542 26.8 75,330 73.2  28,021 26.8 76,563 73.2  39,673 24.2 124,592 75.8  

Age                  

19-29 73,341 10.9 8,778 31.1 19,404 68.9 <.0001 8,444 31.0 18,755 69.0 <.0001 4,940 27.5 13,020 72.5 <.0001 

30-39 92,646 13.7 10,723 34.2 20,598 65.8  11,684 34.5 22,147 65.5  8,541 31.1 18,953 68.9  

40-49 120,633 17.9 10,695 29.5 25,553 70.5  12,652 29.4 30,328 70.6  10,905 26.3 30,500 73.7  

50-59 134,210 19.9 8,764 23.9 27,947 76.1  9,215 23.6 29,806 76.4  13,198 22.6 45,280 77.4  

60-69 116,277 17.2 5,618 19.3 23,421 80.7  5,098 19.5 21,015 80.5  11,724 19.2 49,401 80.8  

≥70 138,688 20.5 4,776 19.1 20,283 80.9  4,687 20.0 18,777 80.0  17,796 19.7 72,369 80.3  

Education                   

University or 

over 
287,892 26.6 25,784 28.8 63,686 71.2 <.0001 9,966 23.1 33,208 76.9 <.0001 33,172 21.4 122,076 78.6 <.0001 

High school  191,719 26.6 13,885 25.7 40,107 74.3  16,061 26.3 45,056 73.7  17,590 23.0 59,020 77.0  

Middle 

school or less  
241,520 33.5 9,685 22.5 33,413 77.5  9,966 23.1 33,208 76.9  33,172 21.4 122,076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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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by region (continued) 

 

Variables  

 Capital area(N=186,560) Metropolitan area(N=192,608) Rural area(N=296,627) 
 Perceived stress status 

P-value 

Perceived stress status 

P-value 

Perceived stress status  

Total High Low High Low High Low P-value 

N (%) N (%) N (%) N (%) N (%) N (%) N (%)  

Total  675,795 100.0 49,354 7.3 137,206 20.3  51,780 7.7 140,828 20.8  67,104 9.9 229,523 34.0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458,358 67.8 30,207 25.1 90,317 74.9 <.0001 34,330 26.1 97,366 73.9 <.0001 46,012 22.3 160,126 77.7 <.0001 

Living without 

spouse 
217,437 32.2 19,147 29.0 46,889 71.0  17,450 28.6 43,462 71.4  21,092 23.3 69,397 76.7  

Household Income                  

4,000 or more 324,934 42.6 18,374 26.4 51,122 73.6 0.0010 19,868 12.4 140,828 87.6 0.0088 21,621 22.8 73,121 77.2 <.0001 

Over 1,000 & under 

4,000 
340,755 44.7 24,464 26.2 68,822 73.8  25,773 26.6 70,999 73.4  33,148 22.0 117,549 78.0  

1,000 or less 97,206 12.7 6,518 27.4 17,262 72.6  6,139 27.6 16,099 72.4  12,335 24.1 38,853 75.9  

Job                  

Professional 72,506 10.7 8,680 32.0 18,464 68.0 <.0001 8,930 32.2 18,791 67.8 <.0001 4,929 27.9 12,712 72.1 <.0001 

White-collar 59,601 8.8 6,986 32.4 14,598 67.6  7,248 33.0 14,726 67.0  4,675 29.1 11,368 70.9  

Sales position 87,371 12.9 8,439 30.4 19,310 69.6  8,698 30.8 19,541 69.2  8,393 26.7 22,990 73.3  

Farming/Fishing 83,260 8.7 175 18.5 769 81.5  736 19.2 3,102 80.8  14,532 18.5 63,946 81.5  

Simple labor job 123,935 18.3 8,521 24.5 26,280 75.5  9,884 25.3 29,196 74.7  11,701 23.4 38,353 76.6  

Others  249,122 36.9 16,553 22.3 57,785 77.7  16,284 22.7 55,472 77.3  22,874 22.2 80,154 77.8  

BMI                  

Normal range  

or less 
337,659 50.0 24,649 26.3 68,901 73.7 <.0001 24,847 26.4 69,101 73.6 <.0001 34,119 22.7 116,042 77.3 <.0001 

Overweight 160,351 23.7 10,886 24.3 33,976 75.7  11,522 25.0 34,593 75.0  14,262 20.6 55,112 79.4  

Obese 177,785 26.3 13,819 28.7 34,329 71.3  15,411 29.3 37,134 70.7  18,723 24.3 58,369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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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by region (continued) 

 

Variables  

 Capital area(N=186,560) Metropolitan area(N=192,608) Rural area(N=296,627) 

 Perceived stress status 

P-value 

Perceived stress status  Perceived stress status 
 

Total High Low High Low P-value High Low P-value 

N (%) N (%) N (%) N (%) N (%) N (%) N (%)  

Total  469,741 100.0 37,494 8.0 114,825 24.4  21,223 4.5 50,043 10.7  52,634 11.2 193,522 41.2  

Smoking                  

Never smoker 345,159 51.1 30,390 25.2 90,436 74.8 <.0001 13,261 35.6 23,977 64.4 <.0001 42,040 22.5 145,055 77.5 <.0001 

Former smoker 124,582 18.4 7,104 22.6 24,389 77.4  7,962 23.4 26,066 76.6  10,594 17.9 48,467 82.1  

Current smoker 206,054 30.5 11,860 34.6 22,381 65.4  30,557 25.2 90,785 74.8  14,470 28.7 36,001 71.3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216,995 32.1 11,205 23.4 36,779 76.6 <.0001 11,413 23.4 37,276 76.6 <.0001 26,065 21.7 94,257 78.3 <.0001 

Drinker 458,800 67.9 38,149 27.5 100,427 72.5  40,367 28.0 103,552 72.0  41,039 23.3 135,266 76.7  

Self-perceived 

health status  
                 

Good 248,449 36.8 15,276 20.2 60,455 79.8 <.0001 15,723 20.5 60,954 79.5 <.0001 15,773 16.4 80,268 83.6 <.0001 

Moderate  283,795 42.0 22,770 27.9 58,767 72.1  24,186 28.3 61,382 71.7  24,689 21.2 92,001 78.8  

Poor 143,551 21.2 11,308 38.6 17,984 61.4  11,871 39.1 18,492 60.9  26,642 31.8 57,254 68.2  

Depression 

experience 
                 

No 633,297 93.7 41,505 23.8 132,556 76.2 <.0001 44,035 24.4 136,216 75.6 <.0001 56,147 20.1 222,838 79.9 <.0001 

Yes 42,498 6.3 7,849 62.8 4,650 37.2  7,745 62.7 4,612 37.3  10,957 62.1 6,685 37.9  

Sleep time                  

7 hour or more  354,716 52.5 20,746 22.4 71,995 77.6 <.0001 22,376 22.5 76,889 77.5 <.0001 30,595 18.8 132,115 81.2 <.0001 

7 hour or less  321,080 47.5 28,608 30.5 65,211 69.5  29,404 31.5 63,939 68.5  36,509 27.3 97,409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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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perceived stress status by region   

Variables 

High stress index 

Capital area Metropolitan area Rural area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MET             

≧ 600  1.00    1.00    1.00    

< 600 1.07 (1.05 - 1.10) 1.10 (1.07 - 1.12) 1.04 (1.02 - 1.06) 
Sex             

Men 1.00    1.00    1.00    

Women 1.25 (1.21 - 1.29) 1.20 (1.16 - 1.24) 1.37 (1.33 - 1.41) 
Age             

19-29 1.00    1.00    1.00    

30-39 0.90 (0.86 - 0.94) 0.89 (0.85 - 0.93) 0.87 (0.83 - 0.91) 
40-49 0.66 (0.63 - 0.69) 0.64 (0.61 - 0.67) 0.62 (0.60 - 0.65) 
50-59 0.46 (0.44 - 0.48) 0.44 (0.42 - 0.46) 0.45 (0.43 - 0.47) 
60-69 0.34 (0.32 - 0.35) 0.32 (0.31 - 0.34) 0.33 (0.31 - 0.35) 
≧70 0.28 (0.27 - 0.30) 0.28 (0.26 - 0.30) 0.28 (0.27 - 0.29) 

Education              

University or over 1.00    1.00    1.00    

High school  0.97 (0.94 - 1.00) 0.99 (0.96 - 1.01) 1.00 (0.98 - 1.03) 
Middle school or less 0.98 (0.93 - 1.02) 1.02 (0.98 - 1.07) 1.09 (1.05 - 1.13)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1.00    1.00    1.00    

Living without spouse 0.91 (0.88 - 0.93) 0.88 (0.86 - 0.91) 0.81 (0.79 -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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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perceived stress status by region (continued) 

Variables 

High stress index 

Capital area Metropolitan area Rural area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Household Income             

4,000 or more 1.00    1.00    1.00    

Over 1,000 & under 4,000 1.05 (1.03 - 1.08) 1.05 (1.02 - 1.07) 1.00 (0.97 - 1.02) 
1,000 or less 1.28 (1.22 - 1.34) 1.28 (1.23 - 1.34) 1.14 (1.10 - 1.18) 

Job             

Professional 1.00    1.00    1.00    

White-collar 0.97 (0.93 - 1.01) 0.98 (0.94 - 1.02) 1.00 (0.95 - 1.05) 
Sales position 0.90 (0.87 - 0.94) 0.92 (0.89 - 0.96) 0.91 (0.87 - 0.95) 
Farming/Fishing 0.63 (0.53 - 0.75) 0.61 (0.55 - 0.67) 0.63 (0.61 - 0.66) 
Simple labor job 0.72 (0.69 - 0.75) 0.70 (0.68 - 0.73) 0.77 (0.74 - 0.81) 
Others  0.58 (0.56 - 0.60) 0.58 (0.56 - 0.60) 0.61 (0.59 - 0.64) 

Obesity Status (BMI)             

Normal range or less 1.00    1.00    1.00    

Overweight 0.99 (0.96 - 1.02) 1.00 (0.97 - 1.02) 0.94 (0.92 - 0.96) 
Obese 1.09 (1.06 - 1.12) 1.10 (1.07 - 1.13) 1.05 (1.03 - 1.07) 

Smoking              

Never smoker 1.00    1.00    1.00    

Former smoker 1.13 (1.08 - 1.17) 1.15 (1.11 - 1.20) 1.09 (1.05 - 1.13) 
Current smoker 1.64 (1.58 - 1.70) 1.69 (1.63 - 1.75) 1.73 (1.67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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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sults of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activity and perceived stress status by region (continued) 

Variables 

High stress index 

Capital area Metropolitan area Rural area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1.00    1.00    

Drinker 1.09 (1.06 - 1.12) 1.12 (1.09 - 1.15) 1.08 (1.05 - 1.10) 
Self-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00    1.00    1.00    

Moderate  1.69 (1.65 - 1.74) 1.64 (1.60 - 1.68) 1.52 (1.49 - 1.56) 
Poor 3.79 (3.66 - 3.94) 3.75 (3.62 - 3.89) 3.57 (3.47 - 3.67) 

Depression experience             

No 1.00    1.00    1.00    

Yes 4.75 (4.56 - 4.94) 4.67 (4.49 - 4.87) 5.51 (5.33 - 5.70) 
Sleep time             

7 hour or more  1.00    1.00    1.00    

7 hour or less  1.52 (1.48 - 1.55) 1.57 (1.53 - 1.60) 1.59 (1.56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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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 다수준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에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다수준 분석을 시행

하였다(Table 10). Null model의 결과는 스트레스 지수의 지역간 분산은 지역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변량으로 0.04이며 ICC 값은 0.004였다. ICC 값이 

0.05 이상이여야 모델의 적합도가 유의한 것이나 0.004로 모델의 적합도는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지역 위치에 따른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의 지수에 대해 

확인하였다. 대도시를 준거집단으로 하였을 때, 중소도시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0.95배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농어촌의 

경우 0.85배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농어촌: 오즈비=0.85, 95% 

신뢰구간: 0.80-0.89; 중소도시: 오즈비=0.95, 95% 신뢰구간: 0.90-1.00; 준

거집단: 대도시). 

모델 2에서는 신체활동 정도, 성별,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변수 뿐 아니라 

흡연 및 음주여부와 같은 건강행태 습관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였다. 신체활동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1.07배 증가되었으

며(MET < 600: 오즈비=1.07, 95% 신뢰구간: 1.06-1.09; 준거집단: MET ≧ 600), 

남성보다 여성이 스트레스가 높을 확률이 증가하였다(여성: 오즈비=1.27, 95% 

신뢰구간: 1.25-1.30; 준거집단: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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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경우, 나이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감소되었다(70대 

이상: 오즈비=0.28, 95% 신뢰구간: 0.27-0.28; 60대: 오즈비=0.33, 95% 신뢰

구간: 0.32-0.33; 50대: 오즈비=0.45, 95% 신뢰구간: 0.43-0.46; 40대: 오즈

비=0.63, 95% 신뢰구간: 0.62-0.65; 30대: 오즈비=0.88, 95% 신뢰구간: 0.86-

0.90; 준거집단: 20대). 배우자 유무에 관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는 

없을 때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트레스가 낮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다(미혼(별거/

사별/이혼) 오즈비=0.86, 95% 신뢰구간: 0.84-0.87; 준거집단: 결혼/동거). 

건강행태습관에서 보면, 비음주자에 비해 음주자가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1.09배 증가하였으며(음주자: 오즈비=1.09, 95% 신뢰구간: 1.07-1.10; 준거집

단: 비음주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수록 스트레

스 지수가 높아졌다(나쁨: 오즈비=3.74, 95% 신뢰구간: 3.67-3.82; 보통: 오

즈비=1.62, 95% 신뢰구간: 1.60-1.65; 준거집단: 좋음).  

그리고 우울감을 경험할 때(우울감 경험: 오즈비=4.99, 95% 신뢰구간: 4.88-

5.10; 준거집단: 우울감 미경험)와 수면이 부족할 경우(수면 불량: 오즈비

=1.56, 95% 신뢰구간: 1.54-1.57; 준거집단: 수면 양호)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모델 3에서는 지역 수준 변수와 개인 수준 변수를 모두 포함하여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농어촌의 경우, 오즈비가 0.95배(농어촌: 오즈

비=0.95, 95% 신뢰구간: 0.91-0.99; 준거집단: 대도시)이며 모델 1에 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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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그 외의 변수는 모델 1과 모델 2에서 나타난 결과값과 동일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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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Odds ratios for perceived stress status using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Variables 
High stress index 

Null  Model 1 OR (95% CI)  Model 2 OR (95% CI)  Model 3 OR (95% CI) 

Fixed effects                 

Intercept (S.E) -1.12(0.01)  -1.03(0.02)  -1.32(0.03)  -1.34(0.03) 

Community level                 

Region                  

Capital area   1.00          1.00    

Metropolitan area   0.95 (0.90 - 1.00)       0.96 (0.92 - 1.01) 

Rural area   0.85 (0.80 - 0.89)       0.95 (0.91 - 0.99) 

Individual level                  

MET                 

≧ 600         1.00     1.00    

< 600        1.07 (1.06 - 1.09)  1.07 (1.06 - 1.09) 

Sex                 

Men        1.00     1.00    

Women        1.27 (1.25 - 1.30)  1.28 (1.25 - 1.30) 

Age                 

19-29        1.00     1.00    

30-39        0.88 (0.86 - 0.90)  0.88 (0.86 - 0.90) 

40-49        0.63 (0.62 - 0.65)  0.63 (0.62 - 0.65) 

50-59        0.45 (0.43 - 0.46)  0.45 (0.43 - 0.46) 

60-69        0.33 (0.32 - 0.33)  0.33 (0.32 - 0.33) 

≧70        0.28 (0.27 - 0.28)  0.28 (0.27 - 0.28) 

 



51 

 

Table 10. Odds ratios for perceived stress status using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continued) 

Variables 
High stress index 

Null  Model１OR (95% CI)  Model２OR (95% CI)  Model３OR (95% CI) 

Education                  

University or over        1.00     1.00    

High school         1.06 (1.03 - 1.08)  1.06 (1.03 - 1.08) 
Middle school or less         0.99 (0.97 - 1.00)  0.99 (0.97 - 1.00) 

Marital status                  

Living with spouse        1.00     1.00    

Living without spouse        0.86 (0.84 - 0.87)  0.86 (0.84 - 0.87) 
Household Income                 

4,000 or more        1.00     1.00    

Over 1,000 & under 4,000        1.26 (1.23 - 1.29)  1.26 (1.23 - 1.29) 
1,000 or less         1.05 (1.04 - 1.07)  1.05 (1.04 - 1.07) 

Job                 

Professional        1.00     1.00    

White-collar        0.99 (0.96 - 1.01)  0.99 (0.96 - 1.01) 
Sales position        0.92 (0.89 - 0.94)  0.92 (0.89 - 0.94) 
Farming/Fishing        0.63 (0.61 - 0.65)  0.63 (0.61 - 0.65) 
Simple labor job        0.74 (0.72 - 0.75)  0.74 (0.72 - 0.76) 
Others         0.59 (0.58 - 0.60)  0.59 (0.58 - 0.60) 

Obesity Status (BMI)                  

Normal range or less        1.00     1.00    

Overweight        0.97 (0.96 - 0.99)  0.97 (0.96 - 0.99) 
Obese        1.07 (1.06 - 1.09)  1.07 (1.06 -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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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Odds ratios for perceived stress status using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continued) 

 

Variables 
High stress index 

Null  Model１OR (95% CI)  Model２OR (95% CI)  Model３OR (95% CI) 

Smoking                 

Never smoker        1.00     1.00    

Former smoker        1.69 (1.66 - 1.72)  1.69 (1.66 - 1.72) 

Current smoker        1.11 (1.09 - 1.14)  1.11 (1.09 - 1.14) 

Alcohol Consumption                 

Non-drinker         1.00     1.00    

Drinker        1.09 (1.07 - 1.10)  1.09 (1.07 - 1.10) 

Self-perceived health status                 

Good        1.00     1.00    

Moderate        1.62 (1.60 - 1.65)  1.62 (1.6 - 1.65) 

Poor        3.74 (3.67 - 3.82)  3.74 (3.67 - 3.82) 

Depression experience                 

No        1.00     1.00    

Yes        4.99 (4.88 - 5.10)  4.98 (4.88 - 5.09) 

Sleep time                 

7 hour or more        1.00     1.00    

7 hour or less        1.56 (1.54 - 1.57)  1.56 (1.54 - 1.58) 

Error variance                 

Level-2 intercept (S.E) 0.04(0.00)  0.03(0.00)  0.02(0.00)  0.02(0.00) 

Model fit              

-2LL 754234.9  754117.9  682250  682249.7 

AIC 754238.9  754125.9  682308  682309.7 

ICC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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８. 우울증상에 대한 세부 분석  

 

  우울증 경험 여부와 스트레스의 연관성이 가장 높으므로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의 유병 종류에 대해 세부 분석한 자료이다. 우울 증상에 대한 

유병 종류 중 가장 높은 수치는 식욕 부진(N=100,068)이며 그 다음으로 수면

장애(N=63,986), 일에 대한 흥미 없음(48,787)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

성보다 모든 부분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세부사항은 Table 8과 Figure 3을 

참고하면 된다.   

 

Table 8. Type of depression symptom  

Variables Total  
MEN WOMEN 

N (%) N (%) 

No interest in work 48,787 20,577 42.2 28,210 57.8 

Melancholy 44,472 14,651 32.9 29,821 67.1 

Sleep disorder 63,986 21,975 34.3 42,011 65.7 

Fatigue 100,068 39,324 39.3 60,744 60.7 

Loss of appetite 43,485 15,142 34.8 28,343 65.2 

Misfortunes 16,033 6,510 40.6 9,523 59.4 

Concentration Degradation 14,662 5,320 36.3 9,342 63.7 

Anxiety behavior 7,817 3,007 38.5 4,810 61.5 

Self-depreciation 11,176 3,792 33.9 7,384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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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Type of depression symp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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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이 연구는 신체활동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결측치(비해당/무응답/

응답거부)를 제외한 데이터만을 분석하였다.  

개인의 신체활동이 스트레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

강행태 요인, 기타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독립변수인 신체

활동의 경우 신체활동 해당치(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로 분석하 

여 스트레스와 연관성을 알고자 했다.  

연구 결과, 신체활동이 감소할 경우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에 도움을 준 결과

(이정현 2005)나 수영 운동에 참여자 인원들의 우울, 불안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김건태 and 이동준 2012).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에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지수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김창기 and 이진성 

2013)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은 정신건강 

영향을 외부 요인으로부터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Wei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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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nquist 2006). 지역별 차이에 따른 결과 차이는 국가의 문화나 정책에 

따른 성역할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와 같은 환경에 따른 차이임을 볼 

수 있었다(Braveman 2006).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높아질 확률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결

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이나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의 다양한 특성이 증가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 관련하여서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미혼인 경우 스트레스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배우자로 인하여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가족 스트

레스’가 발생함으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가족 스트레스’란 가정 

내 안정된 상태에서 개인과 가족이 성장과 변화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정내 긴장과 압력이다(Boss, Bryant, and Mancini 2016). 또한, 여성의 경

우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으며 경제 활동을 하는데 기혼 취업 여성들의 

경우 가정 내 업무 뿐 만 아니라 직장 내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기에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득은 감소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요인

과 정신건강상태의 유의한 관계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Lund and Cois 

2018; Turunen and Hiilamo 2014), 저소득이거나 사회계층이 낮을 경우 스스

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며 현실적인 재정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스트레

스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Grzywacz et al. 2004). 그리고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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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소득의 경우,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내포하고 있으며 이런 집

단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참여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결핍을 포함

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발생할 수 있기에 소득이라는 단일한 변수로만 설명

하는 경우는 부작용을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박현선 2008). 

건강행태습관에서 보면, 흡연이나 음주의 경우 현재 흡연 중이거나 음주를 할 

경우 스트레스 강도가 높아질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화학공장 남성근로자

들의 직업성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높은 흡연 양상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Green and Johnson 1990). 

수면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면 수면 시간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다. 이는 수면의 질이 신체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임세영 and 이현지 2017), 수면 부족이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는 연구와 일치한다(Morawetz 1993).  

이 연구는 신체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객관화된 수치

로 나타냈기에 추후 신체활동과 관련된 제언이나 정책을 제시할 때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방법론상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단면조사 연구로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스트레스의 인과관계

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신체활동과 스트레스인 정신건강상태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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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기 때문에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좋아졌는지, 스트레스가 발

생하여 신체활동을 시작하였는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단면연구가 연구의 방향성을 추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지만 시간적 선

후관계를 밝혀 내기 위해서는 추후 코호트 연구나 환자-대조군 연구를 시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자기기입 형태(self-administrated method)의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신적인 문항의 경우 응답을 꺼려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였을 수 있다는 것

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신체활동에 관한 설문 문항의 경우 직업과 여가에 따른 신체활동의 분

류가 되어 있지 않아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어느 활동과 관련되

어 있는지에 대해 아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신체 활동 설문에 관

해서는 직업과 여가에 따른 신체활동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다. 

 첫째, 대규모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 연구이기에 대규모의 데이

터를 이용하여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간에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

후 연구 범위 확장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신체활동을 단순히 종류나 시간으로 분석하지 않고 신진대사 해당치

(MET; Metabolic Equivalent of Task)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기에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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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해야 할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였다. 

 

Ⅵ. 결론 

 

신체활동은 개인적으로 단순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을 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

항일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강증진 활동인 신체활동과 정신적 요인인 스

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자 하였으며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였다. 이

에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며 보건 기관에서는 신체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뿐 아니라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이

유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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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ctivity is defined as "all movements that generate energy consumption in our 

bodies by the action of skeletal muscles" and 3.2 million people die every year due to lack 

of physical activity worldwide. According to the WHO,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known as chronic diseases, have a high mortality rate of 13% and 6%, while physical 

activity has a high mortality rate of 6%, which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public health. 

The CDC said that in order to improve and maintain health, all healthy adults need to do at 

least a half-hour of aerobic activity on five days of the week, or at least 20 minutes of 

intense aerobic activity on three days of the week. Everyone is aware that regular physical 

activities are effective in improving health, as these physical activities have the most direct 

impact on individual health, prevent diseases and slow down the pace of physical fitness 

reduction. Furthermore, it is effective in promoting mental health as it reduces stre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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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which is a social problem, and increases self-esteem, as it promotes the 

secretion of dopamine or serotonin through physical activities.  

 The study analyzed adult populations living across the country and conducted an analysi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age or gender in relation to stress as well as regional deviations.         

The data from 'Community Health Survey'. Among 685,391 respondents from the 2015-

2017 three-year community health survey, 9,448 respondents were excluded from the non-

response/response rejection and missing values of each variable, and 675,943 were finally 

selected as subjects of analysis. Dependent variables are designed as categorical variables 

with perceived stress status, and interest variables are calculated using Metabolic 

Equivalents of Task (MET). In the case of independent variables,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and health behavior variables were measured. 

For the analysis methods of the study,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on social 

demographic factors, health behavior-related factors, and other factors to identif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the study and expressed in frequency and 

percentage. A variable analysis conducted a Chi-square test on social demographic, health-

related factors, and stress due to physical activity. Sub-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 studied and the difference in 

physical activity, which is an independent variable. Also, a multi-level analysis was 

performed to see the effects of individual and local variables on stress.  

According to the study, 411,957 (61%) of the Metabolic Equivalents of Task (MET) were 



67 

 

found to be over 600, and 263,838 (39%) were found to be undergoing physical activity, 

and the rate of respondents said that stress was high in groups where physical activity was 

not performed properly. The association of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ived stress status, if they are male or older and alone or on a high income, they are 

more likely to be less stressed. The link between health behavior and stress suggests that in 

the past smokers, non-smokers, non-drinkers, people who do not experience depression or 

get enough sleep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stress. By region, it could be seen that 

the less physical activity, the more subjectively higher stress, the order of rural area, 

metropolitan area, capital area.  

The study find out the link between physical activity, which is a health promotion activity, 

and perceived stress status, a mental factor, and identified objective figures. It is necessary 

to feel the importance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organizations should collect opinions 

from the subjects on why physical activity is restricted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programs to activate physical activity. 

 

Key words : physical activity, perceived stress status, Community Health Survey, region,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 de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