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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to examine by gender the clustering patterns and correlates of healthy lifestyle cluster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healthy lifestyle cluste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iddle-aged and older adults. Methods: The 
observed/expected ratio of physical activity,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were calculated to analyze clustering effects. 
The correlates of those healthy lifestyle clusters were evalu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healthy lifestyle clusters and depressive symptoms was investigated using multiple regressions by gender. Results: Based 
on the guidelines this study adopted, we obtained three healthy lifestyle clusters: active healthy lifestyle; passive healthy lifestyle; 
and unhealthy lifestyle. All three clusters were found in men, but two in women, who did not have an unhealthy lifestyle cluster. 
High socio-economic status was positively related to healthy lifestyle clusters. Social participation and residence location (in 
men) and marital status (in women) were significant factors. Having an active or a passive healthy lifestyle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but such a relationship was not observed in men. Conclusions: The study 
findings imply that health promotion programs for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Korea should b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considering healthy lifestyle clusters and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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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

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

으로 전망된다(Statistics Korea, 2009). 급속히 고령화가 진

행되면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만

성질환에 취약한 중고령자의 경우 질병으로 진행되기 전

의 예방적인 접근으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

으로 음주, 흡연, 운동, 영양, 스트레스 등을 제시하고, 건강

한 생활양식을 유지함으로써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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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

획에서 운동,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 실천의 확산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HW], 2011).

그런데, 최근의 건강 생활양식에 대한 연구에서는 건강

에 좋은 혹은 위험한 생활양식이 한 가지만 나타나기 보다

는 여러 생활양식이 동시에 연관되어 나타나는 군집현상

(clustering)을 보고하고 있다(Jeon, Yoo, & Kim, 2012; Kang, 

Sung & Kim, 2010; Lee, et al., 2012; Poortinga, 2007; Schuit, 

Loon, Tijhuis & Ocke, 2002).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상은 건

강 결과에 복합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어, 사망률, 일상생

활 기능저하와 같은 건강결과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나의 생활양식을 가지는 것보다 다중 생활양식을 가진 

경우 그 배만큼 건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Khaw et 

al., 2008; Knoops et al., 2004; Robinson et al., 2013). 이처럼 

대부분의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상과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

는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최근에는 건강 생활

양식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일랜드

의 한 연구에서는 다중 생활양식 군과 우울의 관계에서 운

동, 흡연, 음주, 영양의 네 가지 건강한 생활양식을 모두 가

진 사람이 모두 가지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이 없을 확률이 

4.4배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중 생활양식군의 효과를 보여주

였다(Harrington et al., 2009).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여성 성

인의 경우 운동, 흡연, 음주를 중심으로 건강에 위험한 생활

양식의 개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스트레스 우울감

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Park, Jun & Kim, 2015).

건강 생활양식 연구에서 군집현상과 더불어 근래 주목

을 받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의 연구이다. 이는 건강 수준 

및 건강 결정 요인이 남성과 여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생리적 차이 뿐 아니라 남녀의 건강 수

준을 결정하는 노출, 생활양식, 이용가능 자원, 역할 우선

순위 등의 전 생애에 걸친 사회적 맥락의 차이에 기인한다

고 본다(Bird & Rieker, 2008).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더 커지므로 건강결과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성별의 ’다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Kang & Cho, 

2007).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하지만, 음주와 흡연도 더 많이 

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생활양식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고 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HW･KIHASA], 2012). 또한, 정

신건강 측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성별차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커진다

(Katsumata et al., 2005; Mirowsky, 1996).

선행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흡연, 음주, 운동의 군집현상

을 본 연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

다(Jeon et al., 2012; Kang, 2007; Kang et al., 2010; Lee et 

al., 2012; Park et al, 2015). 국외에서는 생활양식의 군집현

상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상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Khaw et al., 2008; Knoops et al., 2004; Robinson et al., 

2013). 국내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보유율이 높아지며 특히 65세 이상

의 노인에서는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인구가 80%

로 대부분으로, 주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정신

건강 문제를 동반하기도 하며, 이런 경우 의료비 부담은 더 

높아진다고 한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4). 이와 같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비단 신체적 질환 

뿐만 아닌 정신건강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이미 건강 생활양식이 만성질환 이환 및 악

화의 위험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나아가 건강 생활양식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

도 있었다(Khaw et al., 2008; Knoops et al., 2004; Harrington 

et al., 2009; Park et al., 2015; Robinson et al., 2013). 특히 정

신건강 중 건강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

본 논문들이 있었고, 이들은 운동 등의 건강 생활양식은 우

울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Blake, 

Mo, Malik, & Thomas, 2009; Jun, Park, & Sohn, 2013). 물론 

이들은 인과관계를 밝힌 것은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 

생활양식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개별 건

강 생활양식과 우울의 관계를 보고한 것에 주목하며 기존 

연구가 부족한 한국 중고령자에서의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

상과 우울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생활양식의 군집현상을 먼저 살펴

보고 군집현상이 나타난 건강 생활양식군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 건강 중 가장 빈번하게 나

타나는 우울에 대하여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양식 

중에서도 선행문헌들에서 군집분석에 주로 포함되는 생활

양식 중 우울과의 관계가 밝혀진 운동, 흡연, 음주를 포함하

였다(Ko et al., 2012; Bots, Tijhuis, Giampaoli, Gromh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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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sinen, 2008; van Gool et al., 2007). 또한, 건강 생활양식 

및 우울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Jeon 

et al,, 2012; Katsumata et al., 2005; Lee et al., 2012; Poortinga, 

2007; Schuit et al.,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적 관점에

서 남･녀 중고령자에서 운동, 음주, 흡연을 중심으로 건강 

생활양식의 군집현상을 살펴보고, 건강 생활양식 군과 관련

된 요인을 규명하며, 나아가 군집현상이 나타나는 건강 생

활양식 군과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2년도 고령화 연구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자료를 사용한 단면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따른 연구의 윤리적 원

칙에 따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면제 승

인(IRB 승인번호 : E1404/001-006)을 받아 진행하였다. 연구

의 개념적 틀은 Bird & Rieker (2008)의 제한된 선택 모델

(Constrained Choice Model)에 기반하였고 선행연구 결과와 

자료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제한된 선택 

모델에서는 성별에 따른 건강결과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구조적 요인을 포함하여 설명한

다. 즉 개인이 건강을 위해 생활양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넓게는 사회적 정책의 결정, 통제, 기

회, 자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즉, 가정, 직장, 

지역사회, 정부 수준에서 결정되거나 수행된 것이 전 생애

를 통해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도록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ird & Rieker, 2008). 본 연

구에서는 이 모델을 근거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외에도 

일과 가정, 지역사회에서 한국 남성 중고령자와 여성 중고

령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선택이 제한된다는 가정 하에 

성별에 따른 분석을 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일과 가

정, 지역사회 수준에서 중고령자의 개인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경제활동 참여 여부, 배우자 및 사회적지

지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중고령자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련 요인으로 만성질환, 인지기능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인의 선택에 영향

을 미치는 인구경제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경제적 수준 변수를 선정하였다. 일과 가정, 지역사회

에서 남성과 여성의 활동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한되기 

때문에 이는 개인이 선택한 생활양식과 건강관련 요인 간

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결과 중 건강 결

과 중 하나인 우울을 선택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2. 연구 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는 제

주도 및 도서지역을 제외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모집

단을 지역과 주거형태별로 층화하여 할당한 후 표본을 추

출하였고,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법(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을 사용하며, 2012년에는 7,486명의 패

널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고령자의 정의는 

예비고령자(45세 이상 55세 미만), 중고령자(55세 이상 65

세 미만), 고령자(65세 이상)를 모두 포함하여 45세 이상 인

구를 포함하였다(Kim & Hong, 2009). 국내 뿐만 아니라 국

외에서도 노년인구를 비교하려는 고령화 패널(Health and 

Retirement Study [HRS], n.d.;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ELSA], n.d.)에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

리나라의 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는 빠른 고령화 흐

름과 40대 중반부터 일자리 변동이 시작되는 특성을 고려

하여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들을 중고령자라고 정의하

였고, 본 연구에서 이를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2012년 

설문에 응한 고령자 중 우울측정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25

명을 제외하였고, 고령화 연구패널 설문항목에서 의사로부

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308명을 제외하고 최종 7,1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변수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양식군을 실천군과 미실천군을 

분류하고자 운동, 흡연, 음주에 각각에 대해 다음의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받아들여지는 건강 생활양식 기준을 적용하

여 정의하였다. 운동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신체활동 권

장량을 참고하였고, 흡연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지표정의를 따라 구분하였으며, 음주의 경

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지표정의 

및 미국 국립보건원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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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신체활동 권장량에 따라 규

칙적 운동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규칙적 운동 실천군과 규칙적 

운동 미실천군으로 구분하였다(WHO, 2010). 비흡연자는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과거 100개피 이하의 담배를 피

웠지만 현재는 흡연하지 않는 자 및 평생 비흡연자를 포함한

다(MHW, 2011). 이에 비흡연자는 비흡연 실천군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비흡연 미실천군으로 구분하

였다. 적정음주의 기준은 평균 일주일에 2회를 넘지 않고, 남

성의 경우 1회 평균 7잔, 여성의 경우 1회 평균 5잔을 넘지 

않는 경우를 적정음주로 규정하였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2010).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적정음주 실천군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정음주 미실천군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변수인 우울은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의 

Radloff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한국어판 문항 중 10개의 단축문항을 사용하였다

(Chon & Rhee, 1992). 우울정도는 10개 문항을 합산하여 0점

에서 30점까지 점수가 높아질수록 우울한 것을 의미한다. 다

음으로 수정한 제한된 선택 모델 및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공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로서 연령, 

교육수준, 결혼 상태, 거주지역, 현재 노동 여부, 연간가구소

득, 의료보장유형을 포함하였다.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는 친

한 사람들과의 만남횟수와 사회활동 참여개수를 포함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횟수’와 ‘활동 중인 사

회단체의 참여횟수’로 측정한다.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횟수’

는 가까이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친척 또는 이웃사촌

과의 만남빈도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음(0점)’에서 ‘거의 

매일(9점)’으로 코딩하여 부여된 점수가 높을수록 접촉빈도

가 높음을 나타낸다. ‘활동 중인 사회단체의 참여횟수’는 1) 

종교모임, 2) 친목모임(계모임, 노인정 등), 3) 여가, 문화, 스

포츠 관련 단체(노인대학 등), 4)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5) 

자원봉사, 6)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등 각각의 단체에 참

여하는 경우 ‘1’ 로 코딩하여 6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

수가 높을수록 참여횟수가 높은 것으로 산출하였다.

건강관련 요인으로는 인지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만성질환 개수를 포함하였다. 인지기능은 고령화 연구패널

에서 사용되는 한국판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점수를 활용하였다. MMSE는 사고 및 학습과 관련된 지적 

활동의 원활성 여부를 측정하는 19가지 항목에 대한 정답

과 오답을 계산해 합산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아질수록 인

지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17점 이하는 치매의심, 18점-23

점은 인지기능저하, 24점 이상은 정상으로 구분하였다. 기

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

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옷 갈아입기, 세수/양치/머리감기, 

목욕/샤워하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

하기와 대소변 조절하기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측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구분하여 점수는 0점에

서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

다. 만성질환 유무는 고혈압, 암, 관절염,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만성폐질환, 간질환 중 진단을 받고 현재 치

료를 받고 있는 여부에 따라 만성질환 가진 개수를 합산하

였고, 만성질환 개수의 범위는 0-8개로 산출될 수 있다.

4. 분석 방법

대상자의 건강 생활양식과 우울과 일반적인 특성에 대

한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 생활양식 간 군집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Kang et al. (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운동, 

흡연, 음주 조합에 따른 8가지 군에 대해서 관찰빈도/기대

빈도(Observed/Expected ratio [O/E])를 구하여 관찰빈도가 

기대빈도보다 큰 군을 군집현상이 있다고 간주하였다. 위

의 분석을 통해 군집현상이 나타난 건강 생활양식 군의 상

관요인은 인구, 사회경제적, 사회적 지지, 건강관련 요인을 

보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군집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건강 생활양

식 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군집현상을 보이는 건강 생활

양식 군과 우울수준과의 관계를 인구, 사회경제적, 사회적 

지지, 건강 관련 요인을 보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성별을 구분하여 분

석하고, 통계패키지는 SAS 9.3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은 45세 이상 중고령자 7,153명

으로 남성은 3,107명, 여성 4,046명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성 중고령자의 33%가 규칙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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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고, 여성 중고령자는 약 28%였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전체의 3분의 2

를 넘었다. 현재 비흡연 상태인 사람은 남성 중고령자는 약 

62%, 여성 중고령자는 약 98%로 대부분의 사람이 비흡연 

상태로, 남성과 여성의 비흡연 비율의 차이가 컸다. 음주의 

경우 남성 중고령자는 약 64%, 여성 중고령자는 전체의 약 

94%가 적정음주를 하였고, 여성이 남성 중고령자보다 적정 

음주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우울의 수준은 남성 중고령자

는 평균 6.3(±0.15), 여성 중고령자는 평균 7.4(±0.14)로 여성 

중고령자가 남성 중고령자보다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45 years)

Male Female
p-value

3,107 (weighted %) 4,046 (weighted %)

Demographic
factors

Age

45-54 406 (20.8) 581 (19.5)

<.001
55-64 1,020 (42.4) 1,238 (36.4)

65-74 969 (24.4) 1,176 (25.4)

75+ 712 (12.4) 1,051 (18.7)

Marital
status

Married 2,845 (91.2) 2,704 (71.2)
<.001

Not married 262  (8.8) 1,342 (28.8)

Region
Urban 2,299 (78.1) 2,989 (76.0)

.003
Rural 808 (21.9) 1,057 (24.0)

Socio-economic
factors

Education

No schooling 212  (4.4) 940 (18.2)

<.0011-6 1,228 (34.4) 2,023 (48.8)

7+ 1,667 (61.2) 1,083 (33.0)

Household
income

1Q 644 (14.9) 1,101 (23.2)

<.001
2Q 777 (22.1) 1,051 (24.8)

3Q 838 (29.0) 953 (24.8)

4Q 848 (34.0) 941 (27.2)

Insurance
NHI 2,949 (95.1) 3,817 (94.8)

.475
Medical aid 158  (4.9) 229  (5.2)

Employment
status

Yes 1,718 (65.1) 1,187 (33.2)
<.001

No 1,389 (34.9) 2,859 (66.7)

Social support
Social networks mean±SD 1.81±0.02 1.43±0.02 <.001

Social engagement mean±SD 6.27±0.07 6.71±0.06 <.001

Health-related
factors

No. of chronic diseases mean±SD 0.60±0.02 0.76±0.02 <.001

ADL mean±SD 0.12±0.01 1.36±0.01 .361

Cognitive
function

Normal 2,375 (80.5) 2,543 (68.4)

<.001Impaired 440 (11.0) 816 (17.7)

Dementia 292  (8.5) 687 (13.9)

Healthy lifestyle

Physical activity
Yes 1,072 (33.4) 1,055 (28.2)

<.001
No 2,035 (66.6) 2,991 (71.8)

Non-smoking
Yes 2,045 (61.9) 3,952 (97.9)

<.001
No 1,062 (38.1) 94  (2.1)

No heavy alcohol 
Yes 2,146 (64.1) 3,833 (93.8)

<.001
No 961 (35.9) 213  (6.2)

Depressive symptoms mean±SD 6.33±0.15 7.35±0.14 <.001

Note: Q: Quartile,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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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생활양식 군집 상

운동, 흡연, 음주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8가지 건강 생활

양식 군에서 군집현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남성 중고령자에서는 3군이 군집현상을 보였는데, 규칙적 

운동 실천(+)/비흡연 실천(+)/적정음주 실천(+) 생활양식 군

(O/E=1.25)(이하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규칙적 운

동 미실천(-)/비흡연 실천(+)/적정음주 실천(+) 생활양식 군

(O/E=1.02)(이하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규칙적 운

동 미실천(-)/비흡연 미실천(-)/적정음주 미실천(-) 생활양식 

군(O/E=1.69)(이하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서 나타났

다. 여성 중고령자에서는 2개의 의미 있는 건강 생활양식 

군이 도출되었고,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O/E=1.00),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O/E=1.00)이다. 여성 중고령

자에서 O/E 비가 1 보다 큰 군이 이 외에도 3개 더 있었으

나 각 군에 해당되는 대상자 수가 전체 여성대상자 4,046명 

중 82명으로 의미 있는 건강 생활양식 군으로 보기 어렵다. 

<Table 2> Clustering of healthy lifestyle factors

Healthy lifestyle cluster Male Female

Regular 

exercise

Non-

smoking

No heavy

alcohol
weighted % O E O/E weighted % O E O/E

1 + + + 17.42 611 487.34 1.25 25.92 978 976.24 1.00

2 + + - 6.53 195 218.24 .89 1.94 63 54.25 1.16

3 + - + 5.47 162 253.09 .64 .24 11 23.22 .47

4 - + + 27.33 940 925.14 1.02 66.25 2,780 2767.71 1.00

5 + - - 4.00 104 113.33 .92 .09 3 1.29 2.33

6 - + - 1.64 299 414.28 .72 3.78 131 153.80 .85

7 - - + 13.86 433 48.44 .90 1.38 64 65.83 .97

8 - - - 14.75 363 215.14 1.69 .40 16 3.66 4.37

Note: +: Healthy lifestyle present, -: Healthy lifestyle not present, O: Observed number of the combination of lifestyles, E: Expected number of 

calculated based on the independency of the individual lifestyle, O/E: Observed to Expected ratio

3. 건강 생활양식 군 련요인

남성 중고령자 중에서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은 

군집현상을 나타내지 않은 군에 비해 45-54세의 중년 남성

으로, 도시에 살고, 고졸이상 교육을 받은 남성이 연관되었

다. 연간가구소득이 4분위에 속하고, 현재 노동을 하고 있

지 않는 사람이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 속할 가능

성이 높았으며, 사회적 모임참여 개수가 많을수록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관련되는 수준은 낮았다.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의 경우에는 군집현상을 나타내지 

않은 군에 비해 45-54세 중년 남성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

며, 만성질환개수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수행(ADL)에서 도

움을 많이 받고 있는 남성 중고령자일수록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모임 참여 개수가 많은 남성 중고령자일수

록 군집현상을 나타내지 않는 군에 비해 수동적 건강 생활

양식 실천군과 관련정도가 낮았다.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

천군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의 남성으로, 초졸에서 중졸 

학력의 연간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 속하는 남성 중

고령자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모임 참여개수가 

많은 남성 중고령자일수록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연관될 수준은 낮았다.

여성 중고령자에서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은 군

집현상을 나타내지 않은 군에 비해 55-64세 중년 여성으로, 

기혼이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연간가구소득이 높

은 소득 4분위에 속하며, 현재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 

중고령자가 속하였다.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 군으로

는 45-54세의 중년의 노동을 하고 있지 않는 여성과 유의

한 관계가 있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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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soci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healthy lifestyle clusters 

Male Female

Healthy lifestyle cluster(ref=others) Healthy lifestyle cluster(ref=others)

Active Passive Risky Active Passive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OR (95% CI)

Age
(ref=75+)

45-54 4.42 (2.64 - 7.38)*** 2.33 (1.49 - 3.64)*** .26 (.15 - .46)*** 1.13 (.53 - 2.39) 2.25 (1.15 - 4.41)*

55-64 3.78 (2.40 - 5.95)*** 1.52 (1.05 - 2.21)* .40 (.26 - .61)*** 2.11 (1.11 - 4.04)* 2.16 (1.18 - 3.96)*

65-74 .89 (.63 - 1.27)* 1.02 (.72 - 1.45) 1.83 (1.18 - 2.83) 1.00 (.61 - 1.66)*** 1.11 (.70 - 1.77)**

Marital status
(ref=married)

Not married 1.19 (.74 - 1.92) .81 (.55 - 1.21) 1.32 (.82 - 2.13) .49 (.32 - .74)* .52 (.35 - .77)

Region
(ref=Urban)

Rural .70 (.50 - .99)* 1.13 (.89 - 1.45) 1.15 (.83 - 1.59) .56 (.38 - .95) 1.18 (.81 - 1.73)

Education
(ref=7+)

No schooling .39 (.22 - .69)** .79 (.50 - 1.26) 1.21 (.67 - 2.20) .37 (.19 - .72)** .98 (.54 - 1.76)

1-6 .47 (.36 - .63)*** .97 (.76 - 1.24) 1.40 (1.03 - 1.91)* .72 (.45 - 1.13) 1.10 (.71 - 1.69)

Household
income(ref=4Q)

1Q .60 (.38 - .94)* .94 (.66 - 1.33) 1.59 (1.01 - 2.51)* .62 (.35 - 1.08) .79 (.47 - 1.34)

2Q .79 (.55 - 1.13) .99 (.72 - 1.37) 1.30 (.89 - 1.91) .57 (.34 - .95)* .76 (.48 - 1.23)

3Q .66 (.48 - .90)** 1.00 (.76 - 1.33) 1.02 (.73 - 1.43) .87 (.53 - 1.43) .98 (.60 - 1.58)

Insurance
(ref=NHI)

Medical aid .83 (.43 - 1.61) 1.16 (.68 - 1.97) 1.15 (.63 - 2.12) .52 (.24 - 1.09) .93 (.48 - 1.80)

Employment
status(ref=Yes)

No 1.60 (1.19 - 2.16)** .745(.58 - .96)* .88 (.63 - 1.24) 4.31 (2.92 - 6.37)*** 1.86 (1.29 - 2.67)***

Cognitive function
(ref=Normal)

Impaired .77 (.52 - 1.08) 1.15 (.82 - 1.60) 1.19 (.78 - 1.82) 1.07 (.65 - 1.75) 1.29 (.81 - 2.03)

Dementia .69 (.40 - 1.18) 1.23 (.82 - 1.86) 1.28 (.75 - 2.17) .66 (.38 - 1.16) .88 (.54 - 1.45)

No. of chronic
diseases

1.14 (.98 - 1.32) 1.22 (1.07 - 1.39)** .92 (.77 - 1.10) .96 (.78 - 1.18) .93 (.77 - 1.14)

ADL .85 (.69 - 1.06) 1.24 (1.07 - 1.42)* .79 (.57 - 1.09) .84 (.66 - 1.07) 1.02 (.85 - 1.23)

Social engagement .98 (.93 - 1.04) .96 (.92 - 1.01) 1.01 (.95 - 1.07) 1.07 (.99 - 1.15) .97 (.90 - 1.03)

Social networks .80 (.68 - .95)** .69 (.60 - .78)*** .84 (.72 - .99)* 1.02 (.83 - 1.24) .84 (.70 - 1.00)

Note: Active: Regular exercise(+), Non-smoking(+), No heavy alcohol(+), Passive: Regular exercise(-), Non-smoking(+), No heavy alcohol(+), Risky: 

Regular exercise(-), Non-smoking(-), No heavy alcohol(-),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Q: Quartile,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p<.05 

**
p<.01 

***
p<.001

4. 건강 생활양식 군과 우울의 계

남성 중고령자 중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상을 보이지 않는 

군과 비교하여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모두 우울수

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여성 중고령자에

서는 군집현상을 보이지 않는 생활양식군과 비교하여 능

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및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

군이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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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healthy lifestyle clusters of participants and depressive 
symptoms 

Male Female

b (SE) b (SE)

Healthy lifestyles(ref: Others)

Active .04 (.27) -1.27 (.37)***

Passive .33 (.25) -.70 (.35)*

Risky .51 (.29)

Age(ref=75+)

45-54 .41 (.44) .54 (.39)

55-64 -.09 (.36) .13 (.33)

65-74 -.38 (.30) -.22 (.26)

Marital status(ref=Married) Not married 1.13 (.42)* .68 (.22)**

Region(ref=Urban) Rural .57 (.32) .18 (.30)

Education(ref=7+)
No schooling .20 (.54) .01 (.34)

1-6 .26 (.25) .37 (.24)

Household income(ref=4Q)

1Q .05 (.39) .66 (.29)*

2Q .19 (.28) .64 (.26)*

3Q .18 (.25) .32 (.24)

Insurance(ref=NHI) Medical aid 2.17 (.64)*** 1.75 (.50)***

Employment status(ref=Yes) No 1.19 (.25)*** 1.02 (.19)***

Cognitive function(ref=Normal)
Impaired 2.09 (.33)*** 1.43 (.25)***

Dementia 2.30 (.39)*** 3.15 (.33)***

No. of chronic diseases .23 (.14) .54 (.11)***

ADL .53 (.17)** .44 (.12)***

Social engagement -.39 (.06)*** -.43 (.05)***

Social networks -.12 (.13) -.03 (.12)

Note: Those healthy lifestyle clusters presenting O/E > 1; Regular exercise(+), Non-smoking(+), No heavy alcohol(-)/Regular exercise(+), 

Non-smoking(-), No heavy alcohol(-)/Regular exercise(-), Non-smoking(-), No heavy alcohol(-) are excluded for analysis in women due to the small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hose observed to expected ratio is greater than 1, 82 females showing clustering have been excluded for the analysis 

due to lower power associated with sample size. Q: Quartile, NHI: National Health Insurance, b (SD): regression coefficient (standard error),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p<.05 

**
p<.01 

***
p<.001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적으로 대표

성 있는 자료를 이용해 성별에 따른 운동, 흡연, 음주의 군

집현상을 파악하고,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상과 건강 생활양

식군과 우울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 중고령자

의 군집현상여부를 살펴보면, 남성은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서 군집현상이 나타

났지만, 여성의 경우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서 군집

현상이 나타난 반면, 능동적 혹은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

천군에서는 확연한 군집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군집현상

을 보이지는 않지만 남성 중고령자와 여성 중고령자 모두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전

체 인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중고령자에서는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여성 중고령

자에서는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수동적 건강 생

활양식 실천군을 의미 있는 군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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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 속한 남･녀 중고령자는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남성에서 관심군인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서 낮은 교육수준과 연간가구소득이 관

련되어 나타나는 것은 건강한 생활양식을 영위하는데 있어

서 생리적인 차이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

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Östilin, Eckermann, Mishra, Nkowane, & Wallstam, 2006). 

연령과 관련하여서는 중년층보다는 노년층이 더 위험 건강 

생활양식군에 속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년층이 건강 

생활양식을 더 많이 유지하지만, 노년층에는 질환 혹은 노

화 등으로 인하여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젊은 시절 위험 건강 생활양식군에 

속했던 사람들이 질환 발병 등을 계기로 중년층이 되어 점

차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이나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으로 변화하지만,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문제 등으로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의 군집현상 등은 지속되어 나

타나거나 속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의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군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

보면 여성과 달리 도시에 사는 남성이 농촌에 사는 남성보

다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 속하여 도시에 사는 환

경, 사회, 문화적 여건이 남성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유지하

는데 의미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농촌에 사는 중고

령자가 도시에 사는 중고령자와 비교하여 사회경제적 지

위가 낮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운동

을 하거나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농촌보다 높으며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좋은 가격의 물건을 쉽

게 구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위한 여러 자원이 도시에 더 

많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풍부하다

(Lee, Park & Kim, 2010; Fogelholm, et al., 2006). 또한, 남성 

중고령자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에 속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관련된 결과를 보여, 남성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여가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여성에서는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모두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관

련되어 나타나는 것은 노인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65세 

이상의 여성 중 27.2%만이 현재 일을 하고 있고 대다수가 

일을 하지 않기에 그 중에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군과 수동

적 건강 생활양식군이 모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MHW･

KIHASA. 2012).

건강 생활양식군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남성 중고령자에서는 사회적 모임이 여성 중

고령자에서는 배우자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

는 남성과 여성의 생활양식의 선택이 서로 다른 사회적 지

지를 기반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Bird & Rieker, 2008). 

남성 중고령자는 일을 지속하고,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오래 

유지하면서 건강 생활양식을 새로 발전시키거나, 유지하거

나, 없애는데 사회적 모임에서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

고, 집안일을 주로 담당하여 가족을 돌보게 되는 여성 중고

령자에서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중요한 자원으로 역할을 함

을 알 수 있다(Umberson, 1992).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사회

단체의 참여정도가 건강한 혹은 건강에 위험한 생활양식군

과 모두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여성과 비교하여 남성

의 경우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더 많다. 또한, 참여하고 

있는 사회 단체로 조사된 모임들이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

가 모임, 동창회, 자원봉사, 정당 등의 단체로 모임의 성격

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동창회나 친목 모

임 등에서는 대인관계의 수단으로 건강에 위험한 음주나 

흡연을 함께 하는 것 때문에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가 많을

수록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수동적 건강 생활양

식 실천군에 속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Yoon & Cho, 2007). 이러한 사회적 단체 혹은 모임들의 부

정적 혹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중

재의 단초로 이들 긍정적 사회적 모임은 격려하지만 건강

하지 못한 생활양식을 채택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하는 방

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Kim, Lee, & Jeon, 2006).

마지막으로, 건강 생활양식 군과 우울의 관계를 보면 여

성 중고령자의 경우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및 수동

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과 우울의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

난 반면, 남성 중고령자의 경우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

군,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위험 건강 생활양식 실

천군 모두 우울과의 유의한 관계가 없어 차이가 있었다. 이

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우울이 빈

번하게 나타나는 차이로 기인한 것일 수 있으며, 또는 남성

은 자신의 문제를 외부화하지만, 여성은 문제를 내면화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Katsumata et al., 2005; 

Scheid & Brown, 2010).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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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달리 과도 음주나 흡연, 비규칙적 운동이 우울과 상

관없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며,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성에게는 건강에 위험한 생활양식을 선택 하

는 것에 대해 관대하지만, 여성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으

로 생각할 수 있다(Jeon, Jang, Kim, & Cho, 2013). 혹은 남

성 중고령자에서는 자가 보고 설문방식에서 우울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울한 경험이 있다

고 보고하기 어려운 남성성이 반영된 바로 판단된다.

건강 생활양식 외에 우울과 관련된 요인 중 성별에 따라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여성 중고령자에서는 연

간가구소득이 낮은 것이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남성 중고령자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

성 중고령자는 실질적인 현재의 소득이 우울과 관련된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U.S. Census 

Bureau, 2013). 남성 중고령자에서는 가구소득보다는 평생 

축적해 놓은 부와 우울이 관련되어 나타난 Back & Lee 

(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남성 중고령자에서는 

일의 유무가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만, 여성 중고령

자는 인지기능저하와 만성질환 이환정도, 일상제한에 도움

이 필요한 여부가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이는 남성 중고령자는 일이라는 사회적인 

역할이 정서적인 면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Stanfeld, Head, 

Fuhrer, Wardle, & Cattell, 2003). 이와 다르게 여성 중고령

자는 신체적인 건강이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Katsumata et al., (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비교를 통해 우울과 관련

된 생활양식 및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파

악하여, 중고령자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 

생활양식 군별 통합적 생활양식 개선 뿐만 아니라 이는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 자료의 특성상 대상자의 자가보고 방식의 설문자료

이기 때문에 보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1개년도 자료를 분

석하여 관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대상

자 집단에서 우울 진단을 받은 자를 제외하였으나, 관심 변

수 간의 역인과성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이에 대한 추후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적절한 영양섭취는 주요한 건강 

생활양식 기준 중 하나이나, 고령화 연구패널 조사 자료에 

규칙적 식사 여부 이외의 구체적인 식사 항목, 섭취한 영양

소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

지 못하였다. 추후 중고령자의 영양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

여 건강한 생활양식 군집현상을 보다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양식 및 우울의 특성 및 이들의 

관계가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표본 수의 

제한으로 중년층과 고령층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정한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상을 보이

지 않는 사람들을 그 외(others)의 군으로 설정했으나, 이들

은 동질한 군이 아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개념틀

로 제시한 제한된 선택 모델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정책 등 

거시적 요인들이 개인의 건강 생활양식 선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는 측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중고령자에 대한 전국의 대표성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군집분석을 통해 한국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남성

에서는 능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수동적 건강 생활양

식 실천군, 건강 위험 생활양식 실천군을, 여성에서는 능동

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 수동적 건강 생활양식 실천군을 

주요 관심군으로 도출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이는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 생활양식군(군집현

상)에 따른 통합적 건강증진 중재의 제공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서 나타났듯이, 건강 생활양식

군에 대한 중재가 개별 생활양식에 대한 중재방법보다 효

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접근법으로도 알려져 있다(Glasgow, Goldstein, Ockene & 

Pronk 2004; Goldstein, Whitlock, DePue, & Planning 

Committee of the Addresssing Multiple Behavioral Risk Factors 

in Primary Care Project, 2004; Pronk et al., 2004). 하나의 대

상자에게 나타나는 생활양식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중

재함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Spring, 

Moller, & Coons, 2012). Cassidy 등(2004)의 연구에서도 여성 

중고령자의 경우 건강 생활양식과 정신건강과의 연관성이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를 근거로, 여성 중고

령자의 경우 건강 생활양식 개선이 정신건강증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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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건강 생활양식 군집현상, 군집현상 

관련 요인, 군집현상과 우울의 관계 모두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음을 바탕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생활양식 

건강증진 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을 제안하는 바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중고령자에서 성별 구분 뿐만 아

니라 연령층에 따른 생활양식 군집현상, 또한 중년층과 노

년층 코호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생활양식 군집현상의 

변화 양상 혹은 생애주기별 생활양식 군집의 추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준의 관련 요인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적 중재를 위한 군집에 대

해 일관성 있게 분석하기 위한 한국 중고령자를 위한 적정 

음주나 권장 운동량 등에 대한 합의된 표준 혹은 적정 절

단점(cut-off)에 대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Back, J. H., & Lee, Y.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S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adult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52(3), 
e140-e144.

Bird, C. E., & Rieker, P. P. (2008). Gender and health: The effects 
of constrained choices and social polic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lake, H., Mo, P., Malik, S., & Thomas, S. (2009). How effective are 
physical activity interventions for alleviating depressive symptoms 
in older people?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Rehabilitation, 
23(10), 873-887.

Bots, S., Tijhuis, M., Giampaoli, S., Gromhout, D., & Nissinen, A. 
(2008). Lifestyle and diet-related factors in late-life depression-a 
5-year follow-up of elderly European men: the FIN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3(5), 478-484.

Cassidy, K., Kotynia-English, R., Acres, J., Flicker, L., 
Lautenschlager, N. T., Almeida, O. P., & Lautenschlager, N. T. 
(2004). Association between lifestyle factors and mental health 
measures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women.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8(11-12), 940-947.

Chon, K. K., & Rhee, M. K. (1992). Preliminary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65-76.

ELSA -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n.d.). Retrieved from 
http://www.elsa-project.ac.uk/about-ELSA

Fogelholm, M., Valve, R., Absetz, P., Heinonen, H., Uutela, A., Patja, 
K., & Jallinoja, P. (2006). Rural—urban differences in health and 
health behaviour: a baseline description of a community health-promotion 

programme for the elderly.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4(6), 632-640.

Glasgow, R. E., Goldstein, M. G., Ockene, J. K., & Pronk, N. P. 
(2004). Translating what we have learned into practice. Principles 
and hypotheses for interventions addressing multiple behaviors in 
primary car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7(2), 
88-101.

Goldstein, M. G., Whitlock, E. P., DePue, J., & Planning Committee 
of the Addresssing Multiple Behavioral Risk Factors in Primary 
Care Project. (2004). Multiple behavioral risk factor interventions 
in primary care: summary of research evidence.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7(2), 61-79. 

Harrington, J., Perry, I. J., Lutomski, J., Fitzgerald, A. P., Sheily, F., 
McGee, H., & Shelley, E. (2009). Living longer and feeling better: 
healthy lifestyle, self-rated health, obesity and depression in 
Ireland. The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ckp 102.

HRS – Health and Retirement Study: Introduction to the Study. (n.d.). 
Retrieved from http://hrsonline.isr.umich.edu/index.php?p=intro

Jeon, G. S., Jang, S. N., Kim, D. S., & Cho, S. I. (2013). Widowhood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lders: The role of 
social ties.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8(6), 963-973.

Jeon, J. Y. W., Yoo, S., & Kim, H. (2012). Clustering patterns and 
correlates of multiple health behaviors in middle-aged Koreans 
with metabolic syndrom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Promotion, 29(2), 93-105. 

Jun, J., Park, H., & Sohn, S. (2013). Trajectories of Korean Adults’ 
Depressive Symptoms and its Associations with Smoking and 
Drinking: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Mental Health 
& Social Work, 30, 68-94.

Kang, E. J. (2007). Clustering of lifestyle behaviors of Korean adults 
using smoking, drinking, and physical activi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7(2), 44-66. 

Kang, H., & Cho, Y. (2007). Socioeconomic status,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inequalities of elderly Korean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1(4), 164-201.

Kang, K., Sung, J., & Kim, C. H. (2010). High risk groups in health 
behavior defined by clustering of smoking, alcohol, and exercise 
habit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3(1), 73-83.

Katsumata, Y., Arai, A., Ishida, K., Tomimori, M., Denda, K., & 
Tamashiro, H. (2005). Gender difference in contributions of risk 
factors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the elderly persons 
dwelling in a communit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0(11), 1084-1089.

Khaw, K. T., Wareham, N., Bingham, S., Welch, A., Luben, R., & 
Day, N. (2008). Combined impact of health behaviours and 
mortality in men and women: the EPIC-Norfolk prospective 
population study. PLoS Medicine, 5(1), e12.



12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33권 제1호

Kim, T. M., Lee, S. G., & Jeon, S. Y. (2006). The relations of social 
support to the health behaviors and health status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3(3), 99-119. 

Kim, Y. J., & Hong, H. (2009). Factors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mid-old age working women and housewiv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1, 93-118. 

Knoops, K. T., de Groot, L. C., Kromhout, D., Perrin, A. E., 
Moreiras-Varela, O., Menotti, A., & Van Staveren, W. A. (2004). 
Mediterranean diet, lifestyle factors, and 10-year mortality in 
elderly European men and women: the HALE project.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92(12), 1433-1439.

Ko, K. D., Cho, Y. T., Cho, S. I., Sung, J. H., Cho, B. L., Son, K. 
Y., & Choi, H. C. (2012). Association of health risk behaviors 
with mental health among elderly Koreans. Journal of the Korean 
Geriatrics Society, 16(2), 66-7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Prevalence of 
multimorbidity and transitional patterns of chronic diseases 
among Korean adults. Sejong, Korea: Author.

Lee, J. C., Park, J. S., & Kim, G, H.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the health promo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elderly.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7(2), 121-139. 

Lee, Y., Back, J. H., Kim, J., Byeon, H., Kim, S., & Ryu, M. (2012). 
Clustering of multiple healthy lifestyles among older Korean 
adults living in the community. Geriatrrics & Gerontology 
International, 12(3), 515-52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National health plan 2010. 
Sejong, Korea: Auth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The survey of living conditions and 
welfare needs of Korean older persons. Seoul, Korea: Author.

Mirowsky, J. (1996). Age and the gender in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7(4), 362-380.

Östilin, P., Eckermann, E., Mishra, U. S., Nkowane, M., & Wallstam, 
E. (2006). Gender and health promotion: A multisectoral policy 
approach.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1(suppl 1), 25-35.

Park, E., Jun, J., & Kim, N. (2015). The association of multiple risky 
health behaviors with self-reported poor health,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1), 
136-157. 

Poortinga, W. (2007). The prevalence and clustering of four major 
lifestyle risk factors in an English adult population. Preventive 
Medicine, 44(2), 124-128.

Pronk, N. P., Anderson, L. H., Crain, A. L., Martinson, B. C., 
O’Connor, P. J., Sherwood, N. E., & Whitebird, R. R. (2004). 
Meeting recommendations for multiple healthy lifestyle factors: 
prevalence, clustering, and predictors among adolescent, adult, 

and senior health plan member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7(2), 25-33.

Robinson, S. M., Jameson, K. A., Syddall, H. E., Dennison, E. M., 
Cooper, C., & Aihie Sayer, A. (2013). Clustering of lifestyle risk 
factors and poor physical function in older adults: The 
Hertfordshire Cohort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61(10), 1684-1691. 

Scheid, T. L., & Brown, T. N. (Eds.). (2010). A handbook for the 
study of mental health: Social contexts, Theories, and Systems. 
(2nd e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uit, A. J., van Loon, A. J. M., Tijhuis, M., & Ocke, M. C. (2002). 
Clustering of lifestyle risk factors in a general adult population. 
Preventive medicine, 35(3), 219-224.

Spring, B., Moller, A. C., & Coons, M. J. (2012) Multiple health 
behaviours: overview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ublic Health, 
34(suppl 1), i3-i10.

Stanfeld, S. A., Head, J., Fuhrer, R., Wardle, J., & Cattell, V. (2003). 
Social inequalities in depressive symptoms and physical 
functioning in the Whitehall II study: exploring a common cause 
explanatio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5), 361-367.

Statistics Korea. (2009). Older adults statistics. Daejeon, Korea: Author. 

Umberson, D. (1992). Gender, marital status and the social control of 
health behavior. Social science & medicine, 34(8), 907-917.

U.S. Census Bureau. (2013). Insecure and Unequal: Poverty and 
Income among Women and Families, 2000-2012. Washington, 
DC: National Women’s Law Center.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2010). Rethinking drinking: Alcohol and your health. (NIH 
Publication No. 15-3770). Retrieved from

http://pubs.niaaa.nih.gov/publications/RethinkingDrinking/Rethinking_
Drinking.pdf

Van Gool, C. H., Kempen, G. I., Bosma, H., van Boxtel, M. P., 
Jolles, J., & van Eijk, J. T. (2007). Associations between lifestyle 
and depressed mood: longitudinal results from the Maastricht 
Aging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5), 887-894.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Global Recommendations on 
Physical activity for health. Switzerland: WHO Pres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January). Noncommunicable disease. 
Retrieved from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55/en/

Yoon, M. S., & Cho, H. J. (2007). A study on the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alcohol use, problem drinking among the elderly. 
Mental Health & Social Work, 26, 25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