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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심뇌혈관질환 관련요인의 융복합적 규명

A Study on Convergence Factors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Elderly

박지연*

Jeeyeon Park*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심뇌혈관질환의 융복합적 관련요인을 규명하고, 노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한 이

차자료 분석연구이며,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 1,6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23 ver. SPSS를

이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심뇌혈관질환에는 건강관련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 걷기실천여부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매우 좋음’일 경우보다

‘좋음’일 경우 2.43배, ‘보통’일 경우 2.43배, ‘’나쁨‘일 경우 2.39배 높았고, 매우 나쁨’일 경우에는 3.84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걷기실천여부는 걷기실천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1.44배 높게 나타

났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2.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적극적인 예방적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노인, 건강수준, 신체활동, 심뇌혈관질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nvergence factors associated with cardiovascular disease
in Korean elderly and use them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a customized health program for elderly. This was a

secondary data analysis study using the 2017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and the study subjects

included 1,617 individuals aged 65 and ove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health status, walking

practice and hypercholesterolemia were related to cardiovascular disease in elderly. In case of perceived health

status, the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was higher in 'good', 'fair', 'poor', and 'very poor' compared to

'very good'. Also, the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 was higher in the 'No' than in rhe 'Yes' of the walking

practice, and higher in the case of elderly with the hypercholesterolemia. Based on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ctive prevention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considering the underlying disease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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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심뇌혈관질환은 넓은 의미에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및이들의선행질환인고혈압, 당뇨병등을총칭하고, 일

반적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가리키는 용어

로사용된다[1]. 심뇌혈관질환은 2016년 우리나라사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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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암에이어서두번째로높은질환으로개인은물론,

국가적으로도 질병부담이 큰 건강문제로 대두되었다[1].

또한 심뇌혈관질환은 사망 또는 심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2]. 2018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

면우리나라 65세 이상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14.3%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3],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8%로 초고령화사회에도달할것으로전망되

고있다[3]. 우리나라의경우이미고령화사회로돌입하

였고, 2015년 기준노인의기대수명이 85.2년임을고려할

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

되는 실정이다[4]. 특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으로서 생

활습관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은 꾸준히 제

기되고있으며[5,6], 건강한노년기삶을위하여심뇌혈관

질환의예방및관리를수행할수있는요인에대한연구

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4].

그러나노인의경우심뇐혈관질환의위험인식이낮으

며,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예방을위한건강관련요인에대한실행도가낮은

것으로보고되고있다[7,8]. 또한 심뇌혈관질환의건강관

련요인의 개선을 위한 중재들의 효과도 일관성 있게 나

타나지 않았다[5,6] 건강관련 요인들의 대부분은 생활습

관에기인하며건강한삶을유지하기위해서는일상생활

에서의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 생활방

식이나 습관, 성향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

로 맞춤형 중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9] 이를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발생에영향을주는요인들의특성을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서중요한작용을하는것으로알려진고중성지방혈

증, HDL, 체질량지수등의영향과노년기가될수록활동

시간이 감소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부적절

한 건강행태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들의 영향[10]을 규명

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 성인은 심뇌혈관질환의 취약계

층이므로, 이들을대상으로심뇌혈관질환에영향을미치

는관련요인을다각도로살펴보고이를융복합적으로해

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연구에서는심혈관질환고위험군인중년남성

근로자를대상으로하였거나폐경중년여성등에게심혈

관질환 발생 및 관련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11-13]. 그러나 기대수명이 이미 길어진 현대사회에서

노인에게도심혈관질환의위험률을낮출수있는중재는

필요하며, 평균수명이 길어진 현 시점에 심혈관질환에

이환되지않은노인의발생률을예방적으로관리하는것

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2].

이에 본연구에서는노인의심뇌혈관질환의효율적인

관리 중재 방안과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돕기 위하여 우

리나라 노인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심뇌혈관 질환의 융복합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제7기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뇌혈관질환 관련

요인을 파악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한 제 7기 2차년도 국

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를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목표모집단은대

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으로 표본추출방법은 조

사구 및 가구를 1,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제 7기

2차년도(2017)의 경우층화변수는시·도, 동·읍면, 주택유

형(일반주택, 아파트) 이었고, 내재적층화기준은주거면

적비율, 가구주학력비율등을사용하였다[14]. 본 연구

는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의 남녀노인

1,617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3. 연구변수

제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건강설문, 영양, 검진부문

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인구사

회학적 요인, 건강관련요인, 심뇌혈관질환으로 구분하였

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가구소득, 교육수준,

결혼여부 및 경제활동상태로 구성하였다. 성별에 따라

남성과여성으로, 연령은 65-74세를전기노인, 75세 이상

을후기노인으로, 가구소득은소득사분위수를기준으로

상, 중상, 중하, 하로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졸업여부를

기준으로 대졸이상, 고졸, 중졸, 초졸이하로, 결혼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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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과기혼으로구분하였고, 경제활동상태는예와아니

오로 분류하였다.

건강관련요인은 스트레스, 흡연여부, 음주여부, 주관

적건강상태, 신체활동,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

증및 HDL로구성하였다. 스트레스는거의느끼지않는

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대단히 많

이느낀다로구분하였다. 흡연여부는원시자료에서지금

까지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총 양을 5갑(100개비)

미만, 5갑(100개비) 이상, 피운적 없음으로 구분한 것을

피운적 있음(5갑 미만 및 이상)과 없음으로 구분하였고,

음주여부는원시자료의분류기준에따라평생술을마신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

강상태는 원시자료의 매우 좋음, 좋음, 나쁨, 보통, 매우

나쁨으로, 신체활동은 고강도, 중강도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 여부로구분하였으며, 걷기 실천여부는 최근 1주일

동안하루에한번에적어도 10분이상걷기를전혀하지

않은경우와, 실천한경우로분류하였다. 고콜레스테롤혈

증, 고중성지방혈증은원시자료에따라있음과없음으로

분류하였고, HDL은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기준을이용

하여 40mg/dl 미만과 40mg/dl 이상 두 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심뇌혈관질환은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및협심

증 중 한 가지 이상의 질환에 대해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단순임의표본설계(simple

random sampling)가 아닌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

(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추출

되었으므로, 자료 분석 시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가중치, 층화변수, 집락변수를고려하여복합표본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요인, 건강관련요인의특성과심뇌혈관질환의유

병률은빈도와백분율을이용하였고, 심뇌혈관질환의관

련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복합표본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SPSS ver.23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구 대상자 중 남자는 42.5%, 여자는 57.5% 이었고,

전기노인이 57.2%, 후기노인이 42.8% 이었다. 월 가구소

득은 ‘상’이 10.6%로가장낮았고, ‘하’가 47.0%로가장많

았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6.3%, ‘초졸이하’가 58.5%로가

장많았다. 결혼여부는기혼이 99.3%로대부분이었고, 경

제활동 상태는 ‘예’가 71.5%로 ‘아니오’ 28.5% 보다 많았

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1,61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695(42.5)

Female 922(57.5)

Age group
Young-old 933(57.2)

Old-old 684(42.8)

Income

Low 771(47.0)

Mid-low 445(28.0)

Mid-high 230(14.4)

High 159(10.6)

Education

Elementary school
or less

894(58.5)

Middle school 202(14.2)

High school 254(6.3)

University or more 154(11.0)

Marital
status

Single 11(0.7)

Married 1606(99.3)

Occupation
Yes 485(28.5)

No 1132(71.5)

2. 대상자의 건강관련 요인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51.0%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나쁨’이 22.8%, ‘좋음’이 13.6%, ‘매우나쁨’이

8.9%, ‘매우좋음’이 3.7% 순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정

도는 ‘조금느끼는편이다’가 48.1%로 가장많았고, ‘대단

히 많이 느낀다’가 4.3%로 가장 낮았다. 흡연 유무는 ‘피

운적 없음’이 62.9%로 ‘있음’ 37.1%보다 많았고, 음주여

부는 ‘마신적있음’이 74.2%로 ‘없음’ 25.8% 보다많았다.

고강도신체활동은 ‘없음’이 98.0%로 대부분이었고, 중강

도신체활동은 ‘없음’이 86.0%, ‘있음’이 14.0% 였다. 걷기

실천여부는 ‘있음’이 72.1%로 ‘없음’ 27.9% 보다 많았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4.8%가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고

중성지방혈증은 12.5%에서 ‘있음’으로 나타났다. HD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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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Table 3.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in Subjects

(N=1,617)

Variables
Yes No

n(%)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957(57.7) 660(42.3)

Hypertension 897(54.4) 720(45.6)

Stroke 186(11.8) 1431(88.2)

Myocardial infaction 147(9.0) 1470(91.0)

Angina pectoris 172(10.7) 1445(89.3)

표 4. 심뇌혈관질환 관련요인

Table 4. Factors related to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N=1,617)

Variables Categorie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OR 95%CI

Income

High 1

Mid-high 1.328 0.809 – 2.182

Mid-low 1.166 0.737 – 1.845

Low 1.181 0.809 – 2.182

Education

University or
more

1

High school 1.195 0.722 – 1.977

Middle school 1.047 0.624 – 1.754

Elementary
school or less

1.397 0.845 – 2.309

Marital
status

Married 1

Single 2.232 0.391-12.724

Occupation
Yes 1

No 1.237 0.893 – 1.713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1

Good 2.426 1.137 – 5.179

Fair 2.433 1.316 – 4.497

Poor 2.394 1.217 – 4.707

Very poor 3.838 1.673 – 8.804

Stress Rarely 1

‘40mg/dl 미만’이 58.6%, ‘40mg/dl 이상’이 41.4%로 나타

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건강관련 특성

Table 2. Health-related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1,617)

Variables Categories N(%)

Perceived
health status

Very good 61(3.7)

Good 216(13.6)

Fair 817(51.0)

Poor 369(22.8)

Very poor 154(8.9)

Stress

Rarely 501(30.7)

A little bit 772(48.1)

A lot 271(17.0)

Very much 72(4.3)

Smoking
Yes 605(37.1)

No 1012(62.9)

Drinking
Yes 1207(74.2)

No 410(25.8)

Intensity
Physical
Activity

Practice 26(2.0)

Non practice 1591(98.0)

Moderate
Physical
Activity

Practice 207(14.0)

Non practice 1305(86.0)

Walking
Practice 1072(72.1)

Non practice 429(27.9)

Hypercholester
olemia

Yes 488(34.8)

No 940(65.2)

Hypertriglycerid
emia

Yes 167(12.5)

No 1121(87.5)

HDL
<40mg/dl 873(58.6)

≥40mg/dl 612(41.4)

3.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대상자의 뇌심혈관질환 유병률은 57.7%였다. 심뇌혈

관질환의 하부항목을 살펴보면, 고혈압 54.4%, 뇌졸중

11.8%, 심근경색 9.0% 및 협심증 10.7%로 나타났다(표

3).

4.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관련요인

대상자의 뇌심혈관질환의 관련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을 통제하여[15]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심뇌혈관질

환에는건강관련요인중주관적건강상태, 걷기실천여부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매우좋음’일

경우보다 ‘좋음’일 경우 2.43배, ‘보통’일 경우 2.43배, ‘나

쁨’일 경우 2.39배 높았고, ‘매우나쁨’일 경우에는 3.84배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95% CI=1.673 – 8.804). 걷기실

천여부는 걷기실천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1.44배 높게 나타났다(95%

CI=1.030 –2.003).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심뇌혈관질환발생률이 2.63배 높은것으로

나타났다(95% CI=1873 – 3.698)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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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tle bit 0.969 0.549 - 1.483

A lot 0.764 0.347 - 1.354

Very much 0.816 0.479 - 1.401

Smoking
No 1

Yes 0.970 0.619 - 1.520

Drinking
No 1

Yes 0.800 0.539 – 1.186

Intensity
Physical
Activity

Practice 1

Non practice 1.005 0.246 – 4.108

Moderate
Physical
Activity

Practice 1

Non practice 1.489 0.967 – 2.293

Walking
Practice 1

Non practice 1.437 1.030 –2.003

Hyperchole
sterolemia

No 1

Yes 2.632 1.873 – 3.698

Hypertrigly
ceridemia

No 1

Yes 1.169 0.669 – 2.041

HDL
≥ 40mg/dl 1

< 40mg/dl 1.212 0.922 –1.594

Ⅳ. 논 의

의학의 발달로 노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그

에 따라남은여생의건강상태가삶의질을좌우하게되

므로노년기에도적극적인건강관리가필요한시대이다.

이에본연구는제7기 2017년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우리나라 노인의 심뇌혈관질환 관련요

인을 파악하였으며,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건

강관련요인, 심뇌혈관질환의 관련요인을 연구하였다. 연

구결과,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많았고

신체활동은 대부분 고강도, 중강도는 거의 없었고 걷기

실천은 많이 하는 편이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34.8%

가 ‘있음’으로 응답하였고, 고중성지방혈증은 12.5%에서

‘있음’으로 나타났다. HDL은 ‘40mg/dl 미만’이 58.6%,

‘40mg/dl 이상’이 41.4%로 나타났다.

고중성지방혈증이나 HDL 수치는 장기적으로 심뇌혈

관질환이환에위험요인이며이러한증상들은생활습관

의 변화, 신체활동의 증가 등이 유의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다[6,9,10]. 노인 대상자에게 신체활동은

여러만성질환으로의이환을감소시키고건강한삶을위

하여매우중요한요소임에도불구하고[16,17]. 대상자들

의 고강도 신체활동은 ‘없음’이 98.0%로 대부분이었고,

중강도 신체활동은 ‘없음’이 86.0%, ‘있음’이 14.0% 이었

다. 연령으로인해고강도신체활동은양이극히적을수

있으나중강도신체활동은건강상태에유의한영향을미

치므로[12] 적절한 활동량이 필요하다. 걷기실천여부는

‘있음’이 72.1%로 ‘없음’ 27.9% 보다많았다. 이는노인대

상자들의 신체활동량은 부족하지만 걷기 활동은 선호하

는 것으로 보여 노인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맞춤형 중재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의미한

다.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관련유병률은 57.7%였다. 심

뇌혈관질환의 하부항목을 살펴보면, 고혈압 54.4%, 뇌졸

중 11.8%, 심근경색 9.0% 및 협심증 10.7%로 나타났다.

가장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은 생활습관, 특히 운동량과

강도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단, 노인의 경우 본인이 익힐 수

있을정도의시범과반복적인혈액순환운동을지속적으

로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구성하는것이필요하

다[17]. 본 연구결과, 고혈압외에도노인대상자의절반

이 넘는 비율이 심뇌혈관 질환에 이환되어 있으므로 심

뇌혈관질환의관리는노년기의삶에중요한문제라고볼

수있다. 특히중년기부터총콜레스테롤과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증가로고지혈증이발생하고, 이것이동맥

경화증으로 증가하며, 혈전증, 뇌졸중의 문제로 결국 심

뇌혈관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것이므로[18] 예방 관리

를중점적으로하는것이필요하다고볼수있을것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43.3%의 노인들이

노년기에 더 이상 이환되지 않도록 기존의 중년에게 주

로 이루어졌던 예방 교육 중재 연구를 확장하여 노인들

에게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방교육 중재는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사

회사업사등다양한학문의참여가필요하며[18-19], 이

로써건강관리자는검증되고안전한방법으로대상자스

스로성공적인자가관리에이를수있도록도와야한다.

심뇌혈관질환에는 건강관련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

걷기실천여부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걷기실천여부는 걷기실천을 하는 경

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없는경우보다있는경

우에 심뇌혈관질환발생율이 2.63배 높은 것으로나타났

다. 이는 노인대상자에게 걷기를 포함한 신체활동의 중

요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 또

한 신체활동 및 비만과 관련이 있는 지표이므로[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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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활동을포함한신체활동의장려가반드시필요함을

의미한다[23].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이노인들은아직비활동상태로지내는경우가많아, 지

금까지의 특정 운동 중재 중심의 연구보다는 노인들이

가장 선호한다고 보여지는, 지속할 수 있는 걷기 위주의

활동과 적절한 중강도 근력 운동이 복합된 신체활동 중

재 프로그램 개발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고령화사회에서계속해서증가하고있는심뇌혈관질

환 등의 만성질환은 결국 국가의 사회경제적 부담과 연

결된다[1, 2]. 이를 방지하고 노년기에 건강한 삶을 영위

하기위해서는평소바람직한생활습관의형성과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심뇌혈관 질환에 이

환된 노인들에게는 체계적인 관리 중재를, 또한 이환되

지 않은 노인에게는 적극적인 예방 중재를 제공해야 하

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뇌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의삶을질을개선하기위해서는각요인에대한단편

적인접근으로는한계가있다[22]. 심뇌혈관질환의생리적,

심리적, 신체적요인들을파악하고, 이를다학문적 접근을

통해 융복합적으로 해석하여 반영하는 것은 보다 통합적

이고대상자맞춤형중재를개발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추후에는 세분화된 연령대에 적합한 차별화된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노인

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심뇌혈관계 영향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노인의 심뇌혈관질

환에는 건강관련요인 중 주관적 건강상태, 걷기실천여

부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대상자의 건강

한 삶의 질을 위한 노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망률이 높은 노인의 심

뇌혈관 질환 및 만성질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구체적

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효율적인 프로

그램 개발의 근거를 위해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관련요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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