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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hyperlipidemia 
according to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in adults,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annual personal 
medical expenses, hospitalization, emergency and outpatient use depending on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for hyperlipidemia patients.

METHODS The 2018 Korea medical panel data was used (14,489 adults and 2,559 Hyperlipidemia). Physical 
activity was measured with short form of IPAQ and converted to MET-minutes per week. The days of 
hospitalization, and personal medical expenses were compared, and frequency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OVA and chi-square were performed.

RESULTS The prevalence of hyperlipidemia based on the inactive group were decreased both minimally 
active group (OR = 0.94) and the active group (OR = 0.74, p<0.01). Annual personal medical expenses I 
(p<.01) and II (p<.01) with hyperlipidemia were all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On active group basis, medical expenses showed slight differences of 3.0 to 3.2% with 
the minimally activity group, but that of the inactive group were 19.3 ~ 21.7% higher. The annual days of 
hospitalization were 6.8 ± 7.2 days in activity group, minimally activity group 7.1 ± 7.2 days, inactive group 
11.7 ± 26.0 day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nual days of hospitalization and emergency 
between the three groups. In particular, the annual days of outpatient increased sharply at the inactive 
group.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hospitalization and 
decreasing use of emergency rooms.

CONCLUSIONS Hyperlipidemia prevalence was similar to inactive groups and minimally activity groups, 
and that of activity groups was 0.74. On medical expenses of hyperlipidemia, the activity and minimally 
activity group was similar, the inactivity group was 19.3 to 21.7% higher. Physical activity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hospitalization and emergency us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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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참여하고 총 콜레스테롤과 LDL 및 중성지방의 감

소와 HDL의 증가로 고지혈증약물 복용량을 1/2 정도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국 성인의 고혈압의 경우 우

측 악력 최저집단이 비해 3rd Quartile 집단의 유병률

이 0.93, 4th Quartile은 0.77이었으며, 악력이 증가할

수록 고혈압 유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남성의 경우 4.5METs 이상 운동을 주당 1시간 이하 수

행한 집단보다 3시간 이상 운동을 수행한 집단의 대사

증후군의 위험률이 48%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0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 집단의 대사증후군의 위험률이 3분

의 2가 낮게 나타났다[14]. 고강도와 중강도의 운동보다 

걷기운동에서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15]. 

Cornelissen[16]은 조깅과 사이클 등의 규칙적인 유산

소 운동이 휴식 시 혈압을 3.5/2.5mmHg 저하시키며, 

Moraes[17]도 운동이 순환계 심혈관질환을 개선시키

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체중조

절과 건강한 뼈와 관절 유지,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의 사망 위험률, 직장암의 감소, 심리학적 안녕 유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7, 18]. Yamashita 

et al.[19]은 일본인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환자에게 

보수 중재 프로그램을 18개월 동안 적용한 결과 실험군

의 1일 평균 보수는 약 8천보였으며 중재 기간 동안 통

제군은 자연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였으나 실험군은 의

료비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Burnham[9]도 좌업

생활이 심폐계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며, 운동이 고지

혈증, 당뇨 등의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하

였다. 신체활동과 의료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 신체활

동 정도가 입원빈도와 기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다

고 보고하였다[20]. Lee[13]은 201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악력이 높은 집단이 고강도 운동

과 근력운동 및 유연성 운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고혈

압의 유병률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좌업생활 집단이 적

극적 신체활동 집단보다 입원진료 이용률이 38%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21].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 정도와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비활동 집단과 활동 

집단을 비교한 결과, 입원이 0.54배, 약국이용은 0.75

배로 낮았으며, 의료이용빈도도 감소하며, 최소활동 집

단을 비활동 집단과 비교하여 입원의료이용 가능성이 

0.64배로 감소하며, 이용횟수도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다[22]. 중년 여성의 신체활동 강도와 외래 의료이용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신체활동이 의료비와 의료 

서론

신체활동 부족과 서구화된 식생활은 건강관리의 측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 요인 중 하나가 신체

활동 부족이며, 심혈관계질환, 당뇨병, 암 등과 같은 비

감염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하였다[1]. 생활 양

식 개선 집단에서 삶의 질, 당뇨 동반 질환의 개선, 체중 

감소, 혈당과 혈압 조절 및 총 질병관리 비용 감소 등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2-4]. 과체중의 당뇨 환자

에게서 체중 감소가 없더라도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지

질, 혈압 및 글루코스 조절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5].

한국의료패널에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관

절병증, 결핵,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을 7대 만

성 질환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미국

은 당뇨, 심장병, 암, 호흡기질환, 비의도성 사고, 알츠

하이머 등을 7대 사망 원인으로 보고있다[6]. 이 중 고

지혈증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준이 과다한 상태이

며, 심폐계의 여러 질환의 위험요소이다. 미국에서 심

폐계질환은 주요 사망 원인이며, 고지혈증 환자의 심폐

계질환의 발생률은 정상 콜레스테롤 집단에 비해 약 2

배라고 보고되고 있다[7]. 고지혈증은 다양한 기저 원

인으로 인해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리드를 포함하여 

혈중 지질 수치가 상승하는 질환이며, 임상적으로 중요

한 결과는 죽상경화증과 췌장염이다[8].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는 혈장에서 세포 기능, 에너지 이용,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 담즙산 형성 및 에너지 저장 

등에 사용된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적절한 식이 설계와 체중 조절

을 결합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등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9-

2014년 한국 국가건강검진자 중 20-39세의 성인 약 

569만명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정산집단보다 

고지혈증 집단의 위험도가 1.7배 높았고, 심근경색 발

생률은 2.2배, 뇌졸중 발생률[9]은 1.8배 높게 나타났

다[10]. Kim[11]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고지혈증 근

로자의 자기효능감, 건강한 생활양식 및 HDL의 개선과 

총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가져와 대뇌와 심장 혈관의 합

병증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Moon[12]은 고

지혈증 환자가 12주간의 유산소 및 근력 훈련을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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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낮추나, 중증도 신체활동 빈도와 월 외래 의료이

용 횟수의 관계에서는 상이하다고 보고되고 있다[23].

하지만 한국인 성인 전체 연령층을 대상 최신 전국 

설계 자료를 활용하여 7대 질환 중 하나인 고지혈증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수준과 고지혈증의 관련성을 분

석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

하여 신체활동 집단에 따른 고지혈증 질환자의 의료비

용, 입원일수, 외래일수, 응급실 일수 등을 비교하고, 입

원, 응급실 이용 여부 등의 차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신 자료인 2018년 한국의료패

널 중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고지혈증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고,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연간 개인의료비, 

입원과 응급실 및 외래 이용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현재 최신 자료인 2018 한국의

료패널 원시자료이다. 한국의료패널은 정부 승인번호 

92012호(2007년)의 지정통계조사로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이 주관하고 있다. 이는 인구주

택총조사 2005년 자료를 추출틀로 하여, 2008년부터 

가구원 변동과 일반사항, 경제활동상태, 건강행태 및 수

준, 질환 관리, 보건의료이용 상황과 의료이용 등에 관

한 제반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

락추출 방법을 통해 표본조사구(약 350개) 집락 추출과 

표본가구 추출을 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2008년

에는 7,866가구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누락 가구가 발생하여 2,222가구(6,454가구원)가 

2013년에 신규로 추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

료는 가장 최신인 2018년 데이터 중 20세 이상 성인 남

녀 총 14,489 케이스였고, 이 중 의사에게서 고지혈증 

진단받은 환자는 2,559 케이스였다. 대상자 고유의 가

구와 가구원 ID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자료를 통합하였

다. <Table 1>은 연구 대상자의 인구실태, 체격자료 및 

건강과 질병 행태의 자료이다.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도구

신체활동 조사는 IPAQ(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의 장문형과 단문형 중에서 단

문형을 이용하였다. IPAQ 장문형은 심도 있는 자료 수

집에 적합하게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단문형

은 국가나 지역관리 시스템에 적합하게 7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24]. 본 연구에서 사용한 IPAQ 단문형

은 최근 1주일 동안 걷기, 중등도 활동 및 격렬한 신체

활동에 10분 이상 참여한 주당 일수와 하루당 평균 시

간을 조사한다. 단문형 설문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신체

활동량을 주당 MET(metabolic equivalent)-분으로 전

환하였다. IPAQ에서 운동강도 설정은 걷기는 3.3MET, 

중등도 활동은 4.0MET, 격렬한 활동은 8.0MET로 하

였다. 비활동(inactive) 집단은 600MET-분 미만, 최소

활동(minimally active) 집단은 600~3,000MET-분,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N=14,489)

Variables Categories N % Mean±SD

Demographics

Sex Male 6,854 47.3

Female 7,635 52.7

Age 51.9±19.2

Physical measurements

Height(cm) 163.6±9.2

Weight(kg) 62.9±11.8

Body mass index 23.4±3.2

Health habit and disease 

Smoking Smoker 4,835 33.4

Nonsmoker 8,577 59.2

Drinking Nondrinker 3,614 26.9

Below 1 time per 
month

3,092 23.1

1 to 3 times per 
month

2,950 22.0

Above 1 time per 
week

3,755 28.0

Disease Hyperlipidemia 2,559 17.7

Non- 
Hyperlipidemia

11,929 82.3

Medical using

Inpatient Inpatients 2,025 14.0

Non-inpatients 12,646 86.0

Outpatients Outpatients 12,546 86.6

Non-outpatients 1,943 13.4

Emergency Emergency 
patients 

1,391 9.6

Non-emergency 
patients

13,098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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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active) 집단은 주당 3,000MET-분 이상으로 분

류하였다[24].

연간 개인의료비I은 대상자가 수납한 입원, 외래, 응

급의료비 및 처방약값의 합계이며, 연간 개인의료비II는 

연간 개인의료비I에 대상자가 지출한 입원, 외래 및 응

급교통비와 입원간병비의 합계이다. 의료비 단위는 원

(Won)과 달러($)로 표시하였으며, 원-달러($) 환산은 

현재 환율 기준인 ₩1,180으로 하였다. 연간 입원일수, 

외래일수 및 응급실 사용 일수도 조사하였다. 입원과 외

래 및 응급실 이용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다.

자료처리방법

자료처리에는 SPSS 23.0을 사용하였고, 가구원 일

반사항, 고지혈증 진단 여부 판정, 신체활동 산출 및 등

급 판정, 연간 입원일수, 연간 개인의료비를 분석하였다. 

성별과 건강습관 및 질병은 빈도분석을 적용하였고, 연

령과 체격은 기술분석을 적용하였다., 흡연 및 음주빈도

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신체활동 수준과 고지혈증 유병

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BMI는 원자료를 입력하였고, 흡연에서는 흡

연여부로 입력하였고, 음주는 음주빈도를 기준으로 하

여 평생 금주, 최근 1년간 금주, 월 1회 미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다. 고

지혈증 환자의 신체활동 수준과 연간 개인의료비, 입원

일수, 외래일수, 응급실 이용 일시를 변량분석(ANOVA)

을 실시하고 Ryan-Einot-Gabriel-Welsch F 방법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고지혈증 환자의 신체활동 수

준과 입원과 외래 여부, 응급실 이용 여부의 차이를 분

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

연구 자료이므로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고지혈증 유병

률, 의료이용일수 및 의료이용 여부 등의 차이가 나타

나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통계

적 유의수준 α=.10으로 하였다.

결과

<Table 2>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활동 

집단에 따른 고지혈증 유병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

다. 비활동 집단의 고지혈증 유병률을 기준인 1.00으

로 하였고 최소활동 집단 유병률의 OR(Odds Ratio)

이 0.94(95% CI = 0.86-1.03)로 6.0% 감소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으나(p=.15), 활동 집단 유병률의 OR이 

0.74(95% CI = 0.61–0.89)로 26.0%(p<.01)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혈증 유병률을 성별, 소득

5분위, BMI, 흡연 여부 및 음주 빈도를 공변량으로 하

고 비활동 유병률을 1.0으로 하고 분석한 결과, 최소활

동 집단의 OR은 1.04(95% CI = 0.94-1.16)로 유사

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40), 활

동 집단 유병률의 OR이 0.78(95% CI = 0.61-1.00)로 

22.0%(p<.1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활동 

수준이 상승할수록 고지혈증 유병률이 6.0%에서 26.0% 

감소하지만 활동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공변량을 통제한 경우에는 활동집단에서만 22%의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은 고지혈증 환자의 신체활동 집단에 따

른 연간 개인의료비, 입원일수 및 외래일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신체활동 집단간

에 고지혈증 환자의 연간 개인의료비I(p<.01)와 개인의

료비II(p<.01)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간 개인의

료비I은 응급, 외래 및 입원의료비 그리고 처방약값의 합

Table 2. Hyperlipidemia prevalence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Physical activity grade
Unadjusted Adjusted

N(%) OR (95% CI) p N(%) OR (95% CI) p

1st grade 
inactive

6997
(52.1) 1.00 5157

(52.0) 1.00

2nd grade
minimally active

5529
(41.2)

0.94
(0.86~1.03) 0.15 4110

(41.1)
1.04

(0.94~1.16) 0.40

3rd grade 
active

890
(6.6)

0.74
(0.61~0.89) 0.00 *** 654

(6.6)
0.78

(0.61~1.00) 0.05 *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Adjusted factors: gender, income of quintile, body mass index, smoking, frequency of drinking.
* p<.10,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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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며, 연간 개인의료비II는 입원, 응급 및 외래교통비

와 입원간병비와 연간 개인의료비I의 합계이다. 연간 개

인의료비I은 활동 집단이 ₩1,197,078±1,685,194이었

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활동 집단의 96.8%로 유사하였

으나, 비활동 집단은 19.3% 증가하였고 3집단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활동-최소활동, 활동-저

활동 집단이 등질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연간 개인의료

비II는 활동 집단이 ₩1,217,006±1,745,400이었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활동 집단의 97.0%로 유사한 수준이

었으나, 비활동 집단은 21.7% 증가하였고 3집단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활동-최소활

동, 활동-저활동 집단이 등질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연간 

입원일수는 활동 집단이 6.8±7.2일이었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7.1±7.2일로 5.0% 증가하였고, 비활동 집단은 

11.7±26.0일로 67.9% 증가하였으나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간 외래일수는 활동 집단이 

28.6±28.1일이었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32.0±26.5일

로 12.0% 증가하였고, 비활동 집단은 40.6±39.5일로 

40.3% 증가하였고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1). 특히 비활동 집단에서 외래일수가 급격히 증

가하였다. 연간 응급실 일수는 활동 집단이 1.1±0.3일

Table 3. Days of hospitalization, drug expenses for hypertension, and personal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Hyperlipidemia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N=1366, 54.1%)

minimally active grade(N=1024, 
40.6%)

active grade
(N=135, 5.3%) p

Annual personal medical 
expenses I 1)

₩1,427,882±1,897,971
$1,210.1±1,608.5 

(119.3%) b

₩1,158,563±1,476,471
$981.8±1,251.2 

(96.8%) a

₩1,197,078±1,685,194
$1,014.5±1,428.1 

(100.0%) ab
.001***

Annual personal medical 
expenses II 2)

₩1,481,012±2,001,856 
$1,255.1±1,696.5 

(121.7%) b

₩1,180,024±1,502,971 
$1,000.0±1,273.7 

(97.0%) a

₩1,217,006±1,745,400
$1,031.4±1,479.2 

(100.0%) ab
.000***

Annual days of 
hospitalization

11.7±26.0
(167.9%)
(N=348) 

7.1±7.2
(105.0%)
(N=169)

6.8±7.2
(100.0%)

(N=24)
.079 

Annual days of outpatient
40.6±39.5

(140.3%)
(N=1,356) b

32.0±26.5
(112.0%)

(N=1,019) a

28.6±28.1
(100.0%)

(N=135) a
.000 ***

Annual days of emergency
1.7±1.9

(148.3%)
(N=218) 

1.3±0.3
(116.2%)
(N=103)

1.1±0.3
(100.0%)

(N=17)
.100

1) Annual personal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I = hospitalization medical expenses + inpatient drug expenses + outpatient drug expenses + 
outpatient medical expenses + emergency medical expenses + emergency prescription drug expenses
2) Annual Personal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II = Personal expenditure medical expenses I + inpatient nursing cost + inpatient transportation cost + 
outpatient transportation cost + emergency transportation cost 
₩(Won) : Korea monetary unit, $1 = ₩1,180
*** p<.01 significance level of ANOVA
a, b : Each character means homogenesis group.

이었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1.3±0.3일로 16.2% 증가하

였고, 비활동 집단은 1.7±1.9일로 48.3% 증가하였으

나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10).

활동 집단을 기준으로 연간 개인의료비와 외래일수

를 비교해 보면 최소활동 집단은 -3.2~12.0%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비활동 집단은 19.3~40.3% 증가하여 비

활동 집단에서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

활동 수준과 입원 여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신체활동 수준 차이와 입원 여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입원에 대한 기대와 관측빈도의 백분

율은 비활동 집단이 118.3%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활

동 집단과 활동 집단의 빈도 백분율은 77.7%와 85.3%

로 낮게 나타났다. 입원 무경험에 대한 기대와 관측빈

도의 백분율은 비활동 집단이 95.2%로 낮았고, 최소활

동과 활동 집단은 105.9%와 103.9%로 약간 증가하였

다. 즉,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비활동 집단에 비

해 입원의 비율이 감소하며, 입원 무경험 비율이 증가하

여 입원 감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은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

활동 수준과 외래 여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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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i-square of inpatient and non-inpatient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Hyperlipidemia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minimally active grade active grade total

in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333 165 24 522

expected frequency 282.4 212.5 28.1 522

frequency percent(%) # 118.3 77.7 85.3

percent of hospital (%) 63.8 31.6 4.6 100.0

Non-
in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1018 855 111 1984

expected frequency 1069.6 807.5 106.9 1984

frequency percent(%) 95.2 105.9 103.9

percent of hospital (%) 51.3 43.1 5.6 100.0

total ***
observation frequency 1351 1020 135 2525

percent of hospital (%) 53.9 40.7 5.4 100.0

# frequency percent (%) = [ observation frequency / expected frequency] * 100
*** p<.01 significance level of Pearson chi-square 

Table 5. Chi-square of outpatient and non-outpatient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Hyperlipidemia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minimally active grade active grade total

out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1342 1015 135 2492

expected frequency 1343.5 1014.3 134.2 2492

frequency percent(%) # 99.9 100.1 100.6

percent of hospital (%) 53.9 40.7 5.4 100.0

Non-
outpatient

observation frequency 9 5 0 14

expected frequency 7.5 5.7 0.8 14

frequency percent(%) 119.2 87.7 0.0

percent of hospital (%) 64.3 35.7 0.0 100.0

total
p=.57

observation frequency 1351 1020 135 2506

percent of hospital (%) 53.9 40.7 5.4 100.0

# frequency percent (%) = [ observation frequency / expected frequency ] * 100

Table 6. Chi-square of emergency(EMC) using and non-using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Hyperlipidemia patients

Contents inactive grade minimally active grade active grade total

EMC using

observation frequency 215 100 17 332

expected frequency 179.0 135.1 17.9 332.0

frequency percent(%) # 120.1 74.0 95.1

percent of emergency(%) 64.8 30.1 5.1 100.0

EMC Non-using

observation frequency 1136 920 118 2174

expected frequency 1172.0 884.9 117.1 2174.0

frequency percent(%) 96.9 104.0 100.8

percent of emergency(%) 52.3 42.3 5.4 100.0

total ***
observation frequency 1351 1020 135 2506

percent of emergency(%) 53.9 40.7 5.4 100.0

# frequency percent (%) = [ observation frequency / expected frequency] * 100
*** p<.01 significance level of Pearson chi-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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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수준 차이와 외래 방문 여부 간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57). 외래 방문에 대한 기대와 

관측빈도의 백분율은 3집단 모두 99.9~100.6%로 유사

하였고, 외래 무경험은 사례수가 0~9명에 불과한 미미

한 수준이었다. 즉,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과 비활

동 집단 모두 외래 방문 여부에는 유사하였으며, 외래 

방문 여부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6>는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

활동 수준과 응급실 이용 여부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신체활동 수준 차이와 응급실 이용 여부 간에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응급실 이용에 대한 

기대와 관측빈도의 백분율은 비활동 집단이 120.1%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활동 집단의 백분율이 74.0%로 가

장 낮았으며, 활동 집단의 빈도 백분율은 95.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응급실 이용 무경험에 대한 기대와 관

측빈도의 백분율은 비활동 집단이 96.9%로 낮았고, 최

소활동과 활동 집단은 104.0%와 100.8%로 유사하였

다. 즉, 신체활동 수준이 높은 집단은 비활동 집단에 비

해 응급실 이용의 비율이 감소하며, 응급실 무경험 비

율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국가 건강관련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노인실태

조사, 한국의료패널 및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등이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노인실태조사는 횡단면 자료이며 

한국의료패널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동일한 개체를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

표된 가장 최신 자료인 2018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체활동량 측정에는 자기설문지, 모션센서와 가속

도계 등의 웨어러블 기구, 심박수계, 스마트폰 어플 등

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심박수계와 모션센서는 자

기설문지보다 에너지소비량을 추정하는 정확도가 높다

고 보고되고 있으나 추정의 타당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되고 있지는 않다[25].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과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의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신체활동 

수준을 측정에 이용하는 IPAQ 간편형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IPAQ 간편형은 주 단위의 신체활동량을 조사하는

데 적합하지만 기간이 최근 7일이므로 신체활동 패턴

이 평상시와 다른 경우에는 설문조사만으로는 일상 에

너지 소비량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6]. Jo 

et al.[27]도 에너지소비량을 호흡가스분석기와 활동량

계로 측정하고 신체적 특징이 활동량계의 정확도에 영

향을 미치므로 신체적 특징을 더 고려하여 활동량계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는 고지혈증[11, 12], 고혈

압[28], 당뇨병[29, 30] 및 관상동맥 심장질환[31] 등

의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며, 전체 사망 위험률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8]. Helmrich 등[32]

은 에너지 소비량이 500kcal씩 증가할 때마다 6%의 당

뇨병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 폐경기 여

성의 대사증후군과 신체활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폐

경기 여성의 대사증후군은 나이가 증가하고 신체활동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조깅, 사이

클 등의 규칙적인 유산소 훈련을 수행하면 안정시 혈

압이 3.5/2.5mmHg 정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16]. 

Boulé et al. [5]은 과체중의 당뇨 환자에게서 규칙적

인 신체활동은 체중 감소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혈압, 지

질 및 글루코스 조절에 개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였

다. Lee[34]는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을 

비교하여 저활동 집단에 비해 최소활동 집단 유병률의 

OR이 0.89, 활동 집단의 유병률이 0.77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신체활동과 당뇨 연

구에서도 비활동 집단이 비해 최소활동의 당뇨 유병률

의 OR이 0.81, 활동의 OR이 0.73로 나타나 신체활동과 

당뇨 유병률의 관계에 대하여 지지하였다(35). 본 연구

에서도 비활동이 비해 최소활동의 고지혈증 유병률 OR

은 0.94, 활동 OR은 0.74로 신체활동의 효과를 지지하

였으나 고혈압과 당뇨보다 최소활동 집단의 OR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Table 2>. 

신체활동 이외에 근력 요소도 건강 질환 관련의 주요 

지표라는 것도 보고되어왔다. Lee[13]은 201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악력이 증가할수록 근력

운동, 고강도 운동 및 유연성 운동 참여가 많았으며, 고

혈압의 유병률은 낮았다고 하였다. 노인의 경우에서도 

악력은 인지 능력, 정서적 감정, 신체기능, 사망률 등과 

상관이 나타났다 [36, 37]. 브라질 성인 대상의 만성질

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악력 집단과 비교하며 저악

력 집단에서 고혈압 유병률의 OR이 2.21, 당뇨는 4.18, 

합병증은 1.99로 높게 나타났다[38]. 스웨덴의 군인의 

37년간 종단 분석 연구에서 악력은 심혈관질환과 뇌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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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역상관관계가 나타났다[39]. 향후에는 여러 가지 

근력 지표와 만성 질환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겠다.

신체활동에 따른 질병 및 의료이용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도 여러 편 보고되고 있다., Moraes[17]는 운동이 

심혈관질환을 호전시키는데 긍정적 작용을 한다고 하였

다. Woolcott et al. [20]은 신체활동 정도와 입원빈도 

및 입원기간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다고 하

였다[20]. Sari[21]는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자료를 분석하고 비활동 집단이 병원 입원과 의

사 및 간호사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비활동 집단은 

활동 집단보다 병원 이용이 38% 더 많고, 가정의 방문

이 5.5% 더 많으며, 13% 더 많은 전문 서비스를 13% 

더 이용하고, 간호사 방문이 12% 더 많다고 하였다. 즉 

의료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Wu et al.[40]은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data (2010–2015)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적 및 

건강 관련 변수를 통제 한 후 규칙적인 운동으로 총 의

료 비용이 22.1 % (p <0.001) 감소하고 입원 가능성이 

28 % (p = 0.001)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당뇨병이 있는 

과체중 및 비만 성인이 규칙적인 운동 (매주 5 회 이상 

30 분 이상)을 수행하고 입원 및 건강 관리 비용이 감소

하였다고 하였다. Kwak et al. [22]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집단은 입원 이용 가능성이 0.54(OR; 95 

% CI, p <0.001), 외래 진료 이용 가능성이 0.73(OR; 

95 % CI, p = 0.040)로 낮으며, 신체 활동이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Lee[35]는 당뇨 환자의 연간 입원일수를 분석하고 

활동 집단은 9.1±10.4일, 최소활동집단은 10.1±15.2

일, 비활동 집단은 13.7±22.8일이었으며, 활동 감소에 

따라 입원일수가 11.0~50.6%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당

뇨 환자의 신체활동 증가에 따른 입원 의료이용을 감소

의 관계를 지지하였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신체활동 수준이 감소할수

록 연간 입원일수가 활동 집단은 7.0±6.6일, 최소활동 

집단은 9.0±12.8일, 비활동 집단은 11.6±22.4일이었

으며 활동 감소에 따라 입원일수가 128.6~165.7%가 

증가하였다. 신체활동이 높은 집단이 의료이용 빈도가 

낮다는 것을 지지하였다[34]. 고지혈증 환자를 대상으

로 한 본 연구에서는 연간 입원일수는 활동 집단, 최소

활동 및 비활동 집단 순으로 증가하지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간 외래일수는 활동 집단이 

28.6±28.1일이었으며, 최소활동 집단은 32.0±26.5일

이고 비활동 집단은 40.6±39.5일이며 3집단간에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특히 비활동 집단에서 외

래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Sevick et al. [41]은 중

활동 집단이 좌업생활 집단보다 외래 의료이용 빈도는 

12%가 낮으며 입원 이용 빈도도 30% 정도 낮다고 하

였다[41]. 이상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혈압과 당뇨는 

고지혈증보다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연간 입원일수 증

가가 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Oh[42]는 입원과 외

래의 의료이용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 비활동 집단보다 

활동 집단은 7.8~10.7%p 감소하였고, 중활동 집단은 

비활동 집단에 비해 8.0~12.0%p 낮았고, 걷기 운동 집

단은 6.1~8.7%p 낮았다고 하였다. 고지혈증 환자 대

상인 본 연구에서 입원과 외래 이용일수는 활동 집단에 

비해 최소활동 집단은 5~16.2% 높고, 비활동 집단은 

40.3~67.9%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Oh[42]의 결과보

다 큰 차이이며, 질환자의 경우 신체활동 수준에 따른 

의료 이용 차이가 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고혈압 환자의 활동 집단의 의료비의 경우 연간 개

인의료비1이 ₩967,780±1,625,835이고, 최소활동 집

단은 4.1~15.5%, 비활동 집단은 23.6~37.3% 정도 많

이 지출하였다[34]. 당뇨 환자의 활동 집단의 의료비를 

살펴보면 연간 개인의료비1이 ₩961,462±1,828,570

이고, 최소활동 집단의 의료비가 활동 집단보다 

33.3~35.1% 많았고, 비활동 집단은 활동 집단보다 

58.8~65.6%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본 연구

에서 고지혈증 환자의 연간 개인의료비1는 신체활동 수

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활동 집단이 비해 

최소활동 집단은 3.0~3.2%의 미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나 비활동 집단은 19.3~21.7%가 증가하였다. 고혈압

과 당뇨 및 고지혈증 모두 비활동 집단에서 더 급격하

게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Zhang et al.[43]은 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data (2010–2012)를 이

용하여 고지혈증은 의료비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관상동맥질환자(CVD)의 고지혈증 관련 연간 의료비가 

$1105 [95% CI, $877–$1661]이며, 관상동맥질환이 

없는 경우 $856 (95% CI, $596–$1211)이며, 연간 의

료비 증가는 CVD인 경우가 더 크다고 하였다.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연구 중 고혈압(34), 당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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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본 연구인 고지혈증 환자의 연간 개인의료비를 

비교해 보면, 활동 집단은 고지혈증이 약 ₩1,220,000

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소활동과 비활동 집단은 당뇨

가 약 ₩1,320,000과 약 ₩1,610,000으로 가장 많았

다<Table 7>. Oh[42]는 2009년 한국의료패널 자료

를 분석하여 비운동 집단의 연간 의료비는 ₩849,965

이고 걷기 운동 집단은 ₩518,374으로 비운동 집단이 

1.64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 위의 질환자 대상 3가지 

연구의 의료비는 Oh[42]의 의료비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이는 질환 보유에 따른 의료비 추가 지출 등에 기인

한다고 사료된다.

여러 국가에서도 신체활동 수준과 의료비에 대한 연

구가 보고되어 왔다. Pratt[44]은 미국 성인의 연간 의

료 비용을 분석하고 규칙적 신체활동 집단은 $1,019이

며, 비활동 집단은 $1,349이며 비활동 집단이 32.4% 정

도 많았다고 하였다. Peeters[45]는 호주 중년 여성의 

연간 의료비를 비교한 결과, 활동 집단은 $506이고, 비

활동 집단은 $544로서, 신체활동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Min[46]은 한국 건강보험

공단의 68,556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신체활동 상하에 

따라 의료비용을 비교한 결과, 저활동 집단이 활동 집단

보다 의료비용이 11.7% 높았으며 $1,110.5였다고 하

였다. 국가간의 보험 보장 내용과 범위, 연구 대상의 시

기 및 집단 특성 등의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 제

한점이 존재하지만 신체활동 집단의 연간 의료비는 미

국[44]이 본 연구의 활동 집단 의료비보다 $12가 적었

으나, 비활동 집단의 의료비는 $94가 더 많게 나타났다. 

개인의료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액수만을 대상

으로 한 금액이지만 향후에는 건강보험과 개인 민감보

험의 부담액 등을 포함하는 총의료비도 추가적으로 조

사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및 체력 수준에 대한 이환율, 의료이용, 의료비, 삶의 질 

등의 차이를 규명하고, 주요 시기별 변화 등도 종합적으

로 분석하면 신체활동 및 체력과 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

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된다. 

결론

비활동 집단에 비해 최소활동 집단의 고지혈증 유

병률은 OR이 0.94, 활동 집단이 0.74(p<.01)으로 감

소하였다. 고지혈증 환자의 연간 개인의료비I(p<.01)과 

II(p<.01)는 모두 신체활동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활동 집단은 최소활동 집단과 유사하였으나 

비활동 집단은 19.3~21.7%가 증가하였다. 연간 입원일

수는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간 

외래일수는 3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1), 

비활동 집단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응급실 이용일수

는 신체활동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지혈증 유병률은 비활동 집단과 최소활동 집단은 

유사하였고 활동 집단의 OR은 0.74로 더 감소하였다. 

고지혈증 환자의 의료비의 경우 활동과 최소활동 집단

은 유사하였고 비활동 집단은 19.3~21.7% 높았으며, 

신체활동이 입원과 응급 이용 감소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Annual personal medical expenses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grade of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and Hyperlipidemia patients depend 
on Korea Medical Panel

Contents inactive grade minimally active grade active grade p

Hypertension 1)
₩1,278,095±2,207,697 

$1,161.9±2,007.0 
(132.1%) c

₩1,007,515±1,373,677 
$915.9±1,248.8 

(104.1%) b

₩967,780±1,625,835 
$879.8±1,478.0 

(100.0%) a
.000 ***

Diabetes Mellitus 2)
₩1,613,752±2,691,721 

$1,467.0±2,447.0 
(165.6%) b

₩1,316,160±1,698,351 
$1,196.5±1,544.0 

(135.1%) ab

₩974,406±1,832,655
$885.8±1,666.1 

(100.0%) a
.007 ***

Hyperlipidemia 3)
₩1,481,012±2,001,856 

$1,255.1±1,696.5 
(121.7%) b

₩1,180,024±1,502,971 
$1,000.0±1,273.7 

(97.0%) a

₩1,217,006±1,745,400
$1,031.4±1,479.2 

(100.0%) ab
.000 ***

1) Lee(2018), 2) Lee(2019), 3) This study
*** p<.01 significance level of ANOVA
a, b : Each character means homogenesi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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