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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년여성의 식습 이 인지된 건강 련 체력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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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dietary and lifestyle habits in middle-aged women based 
on their self-perceived health-related physical fitness (SPF) level as well as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and lifestyle 
habits on SPF.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High' group (≥3.2, n=64) and 'Low' group (<3.2, 
n=69), based on average SPF value (3.2). Women in the 'High' group showed a greater lean mass (P<0.05), whereas 
women in the 'Low' group had higher triglycerides (P<0.05). In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lifestyle habits, it was 
found that the 'High'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for 'vitality level (P<0.001)', 'self-rated health status 
(P<0.001)', 'regular medical checkups (P<0.05)', and 'regular exercise (P<0.05)'. The average score for dietary habits 
was significantly high in the 'High' group (P<0.05). Furthermore, ordinary dietary habi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P<0.001) with SPF in the regression analysis after adjusting for disturbance factors. From these results, 
ordinary desirable dietary habits were shown to be an important factors having positive effects SPF. Therefore, healthy 
dietary and lifestyle habits should be practiced to improve the SPF of middle-aged women. For this purpose,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the middle-aged women to take interest in their dietary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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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40대 이후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노화의 한 과정으로 급격

한 체력 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등

의 건강관련 체력요소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선천적인 근골격계 수준이 낮고 

연령 증가에 따른 소멸 비율도 크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더

욱 중요하다(2). 체력의 개념은 학자들의 견해, 사회문화적

인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여러 가지 체력

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체력이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모든 능력의 총화로 정의할 수 

있다(3). 체력은 운동 수행 능력의 향상을 유도하는 운동관

련 체력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의 건강관련 체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4,5), 최근 비만, 동맥경화, 심장병, 당뇨병 등과 같

은 만성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운동관련 체

력보다 건강관련 체력이 강조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건강관련 체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망률과 신체 

기능 제한의 위험률을 저하시키므로 중년기 이후의 체력은 

건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8). 또한 

체력의 감소가 신체적 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신체 활동에 

대한 자신감 결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건강관련 체력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1,8).  

건강관련 체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방문하

여 정밀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생리적으로 측정하는 방법

이 신뢰성이 높겠지만 체력 평가 과정에 대한 시간적, 경제

적 부담 등의 여러 가지 제한점이 뒤따르게 되면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9).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란 스스로 추정되는 

자신의 체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실제 체력 수준과 반드

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실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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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11).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은 실제 객관적인 체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건강관련 체력의 세부 구성 요소인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에 대한 인지된 수준과 객관적인 측

정 간에도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12). 

즉 자신의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의 평가는 객관적인 

체력을 평가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며, 특히 시간적, 

경제적, 공간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자료로 활용가치가 높

다고 볼 수 있다(9).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건강관련 체력은 유전적인 요인뿐 

아니라 운동, 식사 등 생활습관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13-17). Ferreira(13)

의 보고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키

는데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Blair 등(14)도 

체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행동요인으로 식이, 신체 

활동, 흡연, 음주를 제시하였다. 건강행위와 체력과의 관계

를 분석한 Bae(15)의 연구 결과에서도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할수록 건강관련 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

칙적인 운동 및 식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Lee 

등(16)의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식행동의 실천을 통한 식사

의 질 향상은 기초체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또한 Lee 등(17)도 바른 식생활은 건강한 체력을 획득하

는데 기여한다고 제시하여 건강관련 체력은 식습관과 밀접

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건강관련 체력과 식습관의 관계를 규명

한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더욱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과 식습관과의 관

계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중년여

성을 대상으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과 식습관에 대해 수행

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중년기에 접어든 여성들이 

빠르게 지각하는 생물학적 변화 중의 하나가 체력 수준의 

저하라는 보고들을 볼 때 중년여성의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과 식습관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5~60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인

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비교하고, 체력의 결정요인들 가운데 식습관

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12년 6월 27일 경상남도 창원 소재 H 

병원의 인체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서류를 접수, 수정, 보완하여 7월 13일 승인을 받고

(승인번호: IRB 2012-1, 한마음병원), 연구 목적에 따라 대

상자를 모집하였다. 이때 대상자는 경상남도 창원 소재 H 

병원의 종합검진센터에 방문한 45세 이상, 60세 이하의 특

정한 질환이 없는 건강한 여성들로 연구자의 설명에 따라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찬성하고 협조하기로 동의한 133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2년 7월에서 10월까지 수

행되었으며 훈련된 면접요원과 연구 대상자의 1:1 면접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의 척

도는 선행연구(9)를 참고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

다. 문항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전반적인 

체력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며,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응답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근력 수준

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또래에 비해 단시간의 근육 

운동(예: 중량 운동,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로 구성하였으며, 근지구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또래에 비해 장시간의 

근육 운동(예: 윗몸 일으키기, 계단 오르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로 구성하였다.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

항은 ‘나는 또래에 비해 유산소 운동(예: 오래 달리기, 걷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로, 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또래에 비해 유연성(예: 장애물 넘기, 장애물 

아래로 지나가기 등)이 좋다’로 구성하였다. 전반적인 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나는 또래에 비해 전반적인 

체력 수준이 좋다’로 구성하여 체력 수준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5)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된 체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 등(18)과 Shin(19)

의 연구에서 사용한 군 분류 방법을 인용하여 5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3.2점)을 기점으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

이 ‘낮음(<3.2, n=69)’과 ‘높음(≥3.2, n=64)’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 측정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측정 결과 Cronbach's α 값은 0.861이었다.

일반사항: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사항은 연령, 교육 수준, 

월 평균 가구 총소득, 결혼 상태, 직업을 포함하였다. 교육 

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

문)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나누었으며, 소득 수준

은 ‘<100만 원’,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으로 구분하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 ‘기

혼’, ‘별거’, ‘이혼’, ‘사별’로 나누었으며, 직업은 ‘없음’, ‘전

업주부’, ‘상업･판매직･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공무

원’, ‘전문직･관리직’, ‘농･축･수산업’, ‘기타’로 구분하였다.  

식습관 조사: 평상시 식습관을 파악하기 질문지는 질병관

리본부에서 개발하고 Lee 등(18)이 중년여성에게 적용한 도

구를 일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18문항

으로 ‘세 끼 식사 규칙성’, ‘아침식사 여부’, ‘규칙적인 식사습

관’, ‘일정한 식사량’, ‘적정한 식사량’과 같은 식습관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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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는 5문항과 ‘식사 속도’, ‘식사 시 즐거운 마음가

짐’, ‘가족과 함께 식사’, ‘식욕’의 식생활 태도를 평가하는 

4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다양한 식품군 섭취를 평가하기 

위해 ‘곡류 식품 섭취 빈도’, ‘단백질 식품 섭취 빈도’, ‘채소

류 섭취 빈도’, ‘우유 및 유제품류 섭취 빈도’, ‘과일류 섭취 

빈도’ 5문항을 포함하였으며, ‘고지방 식품 섭취 빈도’, ‘고콜

레스테롤 식품 섭취 빈도’, ‘단 음식 섭취 빈도’, ‘짠 음식 

섭취 빈도’ 문항을 구성하여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섭취 습

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은 편

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5)로 측정하

였으며, 18문항의 평균 점수 산출 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섭취 빈도를 묻는 4문항은 역코딩하여 반영하였다. 식습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0.780이었다.

생활습관 조사: 생활습관 조사를 위한 설문에는 숙면 정

도, 활력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부, 

규칙적인 운동 빈도, 흡연 상태, 음주 빈도 항목을 포함하였

다. 숙면 정도, 활력 수준, 주관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매우 

좋지 않다 1, 좋지 않은 편이다 2, 보통이다 3, 좋은 편이다 

4, 매우 좋다 5)로 측정하였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부는 

‘예’, ‘아니오’로 구분하였다. 흡연 상태는 ‘피우지 않는다’, 

‘10개피 이하’, ‘11~20개피’, ‘21~30개피’, ‘31개피 이상’으

로 구분하였고, 음주 빈도는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마신다’로 구분하였다.   

신체적 특성

신체적 특성 조사를 위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BMI), 제지방량, 혈압을 측정하였다. 

체중, 제지방량은 Inbody 450(Bio electrical impedance 

Fatness Analyzer, Biospace, Cheonan-si, Korea)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신장과 체중 계측치를 이용하여 체질

량지수를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혈압 측정은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자동혈압계 BP 

Bio(Biospace)를 이용하여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측정

하였다. 

생화학적 조사

혈액 검사는 12시간 이상의 아침 공복상태에서 채혈한 혈

액으로 중성지방(triglyceride), 총콜레스테롤(total cho-

lesterol), LDL-콜레스테롤(LDL-cholesterol), HDL-콜

레스테롤(HDL-cholesterol), 공복혈당(fasting serum glu-

cose),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GOT), glu-

tamate pyruvate transaminase(GPT),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γ-GTP)를 측정하였다. 분석은 Roche 사

(Basel, Switzerland)의 Hitachi 7600 Modular P장비를 이

용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Statistics 20.0(IBM 

Corporation, New Yor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 및 표준오차를, 명목형 변수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일반사항, 신체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 생활습관, 식습관

에 대한 정보는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낮음’ 

군과 ‘높음’ 군으로 구분하여 t-test 또는 chi-square test

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년 여성의 식습관과 인지

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 간에 관계가 있을 것이다’는 가설을 

세우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연령과 인지된 건강

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평균 또는 분포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교란변수들을 보정한 네 가지 모델이 사용되었다. 

교란 인자로 사용한 연령 변수는 연령이 체력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한 인자라고 보고한 선행연구(8,20)들의 보고에 따

라 도출하였으며, 또한 체력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 변수

들이 체력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 결과 

체력 수준에 따른 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낸 골격근량, 주관

적 건강상태,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부, 활력 수준, 운동 빈도 

변수들을 교란 인자로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모델에는 1) 

교란예측 인자를 보정하지 않은 모델(Model 1), 2) 연령을 

보정한 모델(Model 2), 3) 모델 2에 골격근량을 보정을 모델

(Model 3), 4) 모델 3에 주관적 건강상태, 정기적인 건강검

진 여부, 활력 수준, 운동 빈도를 추가적으로 보정한 모델

(Model 4)이 사용되었다. 

결   과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8.5세였고 교육 수준은 ‘고

등학교 졸업’이 전체 여성의 49.6%로 가장 높았으며, 인지

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Table 1). 월 평균 가구 총 소득은 ‘400만 원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

장 높았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53.4%로 가장 높았고 다음

은 ‘상업･판매직･서비스직’이 18.8%로 높았으며, 인지된 건

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신체적 특성 

대상자들의 평균 신장은 158.9 cm, 체중은 58.6 kg이었

다(Table 2). 체지방률, 체질량지수는 인지된 건강관련 체

력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제지방량은 인지

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이 38.1 kg으로 ‘낮음’ 

군의 36.8 kg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5). 반면 허

리둘레,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은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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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informations by th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Variabl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Total

(N=133) P-valueLow (N=69) High (N=64)
Ages (yrs) 48.5±3.41) 48.6±3.6 48.5±3.5  0.9862)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Post-graduate

 0 (0.0)3)

 8 (11.6)
36 (52.2)
23 (33.3)
 2 (2.9)

 1 (1.6)
 6 (9.4)
30 (46.9)
27 (42.2)
 0 (0.0)

 1 (0.8)
14 (10.5)
66 (49.6)
50 (37.6)
 2 (1.5)

 0.4104)

Monthly
income

(104 won)

<100
100～<200
200～<300
300～<400
≥400

 2 (2.9)
 8 (11.6)
11 (15.9)
15 (21.7)
33 (47.8)

 0 (0.0)
 7 (10.9)
10 (15.6)
 9 (14.1)
38 (59.4)

 2 (1.5)
15 (11.3)
21 (15.8)
24 (18.0)
71 (53.4)

0.436

Occupation

Housewife
Merchant, sales clerk, service area
Manual labor
Office work, government employee
Profession, manager
Agricultural･livestock･fishing industry
Other

39 (56.5)
17 (24.6)
 4 (5.8)
 2 (2.9)
 5 (5.2)
 0 (0.0)
 2 (2.9)

32 (50.0)
 8 (12.5)
10 (15.6)
 6 (9.4)
 5 (7.8)
 1 (1.6)
 2 (3.1)

71 (53.4)
25 (18.8)
14 (10.5)
 8 (6.0)
10 (7.5)
 1 (0.8)
 4 (3.0)

0.156

1)Values are mean±SD. 2)by t-test. 3)N (%). 4)χ2-test.

Table 2.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by th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Variabl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Total (N=133) P-value
 Low (N=69) High (N=64)

Height (cm)
Weight (kg)
Body fat %
Lean mass (kg)
BMI (kg/m2)3)

Waist circumferences (cm)
Systolic pressure (mmHg)
Diastolic pressure (mmHg)

 158.0±0.61)

 57.7±0.9
 31.0±0.5
 36.8±0.4
 23.1±0.3
 74.6±0.7
112.9±2.0
 72.8±1.5

159.8±0.6
 59.6±0.9
 31.0±0.5
 38.1±0.4
 23.4±0.4
 75.3±0.8
111.4±1.7
 71.2±1.3

158.9±0.4
 58.6±0.6
 31.0±0.4
 37.4±0.3
 23.2±0.2
 74.9±0.5
112.2±1.3
 72.0±1.0

0.031*2)

0.118
0.967
0.034*

0.608
0.518
0.585
0.443

1)Values are mean±SE. 2)by t-test (*P<0.05). 3)BMI: body mass index.

Table 3. Biochemical parameters by th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Variabl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Total (N=133) P-value
Low (N=69) High (N=64)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FSG3) (mg/dL)
GOT4) (IU/L)
GPT5) (IU/L)
γ-GTP6) (IU/L)

117.4±7.51)

198.3±3.9
 57.1±1.7
124.7±3.7
101.5±4.1
 21.9±0.8
 19.8±1.2
 21.4±2.6

 99.3±4.9
194.6±4.1
 58.2±1.4
123.2±3.9
 93.7±1.6
 19.8±1.2
 19.3±1.3
 19.7±2.6

108.7±4.6
196.6±2.8
 57.6±1.1
124.0±2.7
 97.7±2.3
 21.8±0.6
 19.5±0.9
 20.6±1.8

0.049*2)

0.520
0.620
0.779
0.088
0.849
0.770
0.639

1)Values are mean±SE. 2)by t-test (*P<0.05). 3)FSG: fasting serum glucose. 4)GO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5)GP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6)γ-GTP: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생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Table 3),  중성지방의 경

우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인지

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낮음’ 군이 117.4 mg/dL로 ‘높음’ 

군의 99.3 mg/dL보다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5).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생활습관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생활습관 특성을 분석한 결과(Table 4), 

활력 수준은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이 3.8점

으로 ‘낮음’ 군의 3.4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 

0.001), 대상자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

서도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이 3.6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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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ife style by th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Variable Items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Total

(N=133) P-valueLow (N=69) High (N=64)
Deep sleep1)

Vitality level3)

Self-rated health status5)

 3.4±0.12)

3.4±0.1
3.1±0.1

3.6±0.1
3.8±0.1
3.6±0.1

3.5±0.1
3.6±0.1
3.4±0.1

 0.208
<0.001***4)

<0.001***

Regular medical checkups No
Yes

 3 (18.8)6)

56 (81.2)
 4 (6.2)
60 (93.8)

 17 (12.8)
116 (87.2)  0.038*7)

Regular exercise
(days)/week 

None
1～2 (days)/weeks
3～4 (days)/weeks
5～6 (days)/weeks
Everyday

16 (23.2)
30 (43.5)
14 (20.3)
 6 (8.7)
 3 (4.3)

11 (17.2)
14 (21.9)
21 (32.8)
12 (18.8)
 6 (9.4)

 27 (20.3)
 44 (33.1)
 35 (26.3)
 18 (13.5)
  9 (6.8)

 0.027*

Smoking status Non smoking
Smoking

68 (98.6)
 1 (1.4)

64 (100.0)
 0 (0.0)

132 (99.2)
  1 (0.8)  1.000

Alcohol drinking
frequency

<1/month
1～3/month
1～3/weeks
4～6/weeks

51 (73.9)
10 (14.5)
 7 (10.1)
 1 (1.4)

42 (65.6)
10 (15.6)
12 (18.8)
 0 (0.0)

 93 (69.9)
 20 (15.0)
 19 (14.3)
  1 (0.8)

 0.391

1)5-point Likert scale (1: not at all, 5: very much). 2)Values are mean±SE. 
3)5-point Likert scale (1: not at all, 5: very much). 4)by t-test (*P<0.05, ***P<0.001). 
5)5-point Likert scale (1: very poor, 5: very good). 6)N (%). 7)χ2-test (*P<0.05).

‘낮음’ 군의 3.1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숙면 

정도는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인지

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

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아 두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규칙적인 운동 역시 인지된 건강관

련 체력 수준이 ‘낮음’ 군에서는 ‘주 1~2회’가 43.5%로 가장 

높았으나, ‘높음’ 군에서는 ‘주 3~4회’가 32.8%로 가장 높아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대상자들의 

흡연과 음주 양상 분석 결과, 흡연하지 않는 사람이 99.2%

이었고, 음주는 ‘한 달에 한 번 미만’이 69.9%로 가장 높았으

며,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식습관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평상시 식습관을 분석한 결과(Table 5),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의 식습관 평균 점수

가 3.6점으로 ‘낮음’ 군의 3.4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차

이를 보였다(P<0.01). 또한 식습관을 평가하는 개별 항목 

중 7항목에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그 항목에는 ‘일정한 식사 시간(P<0.05)’, 

‘일정한 식사량(P<0.05)’, ‘식사 시 즐거움(P<0.01)’, ‘단백

질 섭취 빈도(P<0.05)’, ‘채소 섭취 빈도(P<0.01)’, ‘식욕

(P<0.05)’, ‘적정한 에너지 섭취(P<0.05)’로 인지된 건강관

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이 ‘낮음’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에 미치는 영향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하여 식습관 18개 전체 항목 평균 점수를 독립변수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을 종속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식습관 

점수가 좋을수록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더 높은 경향

을 보였으며(P<0.01), 이 같은 결과는 연령, 골격근량을 보

정한 결과(Model 2, 3)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P<0.01).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 활력수준 및 규칙적인 운

동 여부를 추가적으로 보정한 모델(Model 4)에서도 유의적

인 관계를 나타내었다(P<0.001).  

고   찰

본 연구는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이에 따른 식습관 및 생활습

관에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고,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식습관과 일부 생활습관

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들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40대 이후의 성인들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체력이 급격

하게 저하되며 이 시기의 체력은 질병 발생과 삶의 질을 결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 연령에 

따른 체력 수준을 분석한 Kim 등(8)의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력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고 하였으며, Lim 등(20)도 근력 등의 체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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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cores of dietary habits by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Variabl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Total

(N=133) P-valueLow (N=69) High (N=64)
Eat meals 3 times a day1)

Have regular meal time
Eat breakfast everyday
Have regular amount of meal
Have enough time for meal
Enjoy a meal
Eat grain products (rice, bread, noodle etc.) every meal
Eat protein stuffs (fish, meat, egg, bean, 

tofu etc.) every meal
Eat vegetables (seaweeds, mushrooms etc.) every meal
Eat dairy products or soy milk every meal
Eat fruits everyday
Intake frequency of meat products 

(Galbi, Samgyupsal etc.) 
Intake frequency high cholesterol foods 
  (egg yolk, organ of meat & fish etc.)
Intake frequency of sweet foods (candies etc.) 
Intake frequency of salty foods (Jeotgal, Jangajji etc.) 
Eat meal with family at home
Have a good appetite
Appropriate energy intake
Total dietary habit score

 3.6±0.12)

3.3±0.1
3.7±0.1
3.2±0.1
2.8±0.1
3.5±0.1
3.5±0.1
3.1±0.1

3.3±0.1
2.8±0.1
3.5±0.1
2.6±0.1

2.4±0.1

2.3±0.1
2.6±0.1
3.5±0.1
3.6±0.1
3.4±0.1
3.4±0.1

3.9±0.1
3.7±0.1
3.7±0.1
3.6±0.1
3.0±0.1
3.9±0.1
3.8±0.1
3.5±0.1

3.7±0.1
2.7±0.1
3.8±0.1
2.7±0.1

2.3±0.1

2.1±0.1
2.4±0.1
3.7±0.1
3.9±0.7
3.8±0.1
3.6±0.1

3.7±0.1
3.5±0.1
3.7±0.1
3.4±0.1
2.9±0.1
3.7±0.1
3.7±0.1
3.3±0.1

3.5±0.1
2.8±0.1
3.7±0.1
2.7±0.1

2.3±0.1

2.2±0.1
2.5±0.1
3.6±0.1
3.8±0.1
3.6±0.1
3.5±0.1

0.085
0.018*3)

0.920
0.030*

0.226
0.002**

0.119
0.024*

0.008**

0.681
0.084
0.822

0.369

0.169
0.274
0.336
0.042*

0.010*

0.002**

1)5-point Likert scale (1: not at all, 5: very much). 2)Values are mean±SE. 3)by t-test (*P<0.05, **P<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between scores of dietary habits and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Variable
Self-perceived health-related fitness levels

F-value (P-value) R2 

β T-value (P-valu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0.268
0.271
0.298
0.190

3.187 (0.002)
3.214 (0.002)
3.582 (<0.001)
2.447 (0.016)

10.159 (0.002)
 5.524 (0.005)
 6.112 (0.001)
 9.348 (<0.001)

0.072
0.078
0.124
0.344

Model 1, unadjusted model; Model 2, adjustment for age; Model 3, Models 2+adjustment for lean mass; Model 4, Models 3+adjustment 
for self-rated health, regular medical checkups, vitality level, and regular exercise.

신체 활동 기능이 노화에 따라 감소되며 특히 여성에서 빠른 

속도로 감소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령의 증가에 따른 체력 

감소의 원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제지방량이 감소되고, 

감소된 제지방량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의 

저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더욱

이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운동 능력과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

고(21),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제한도 80세를 

기점으로 남성 노인에 비해 상당히 나빠진다(20). 이러한 

현상은 주로 근골격계 상태가 영향을 미쳐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1). 본 연구에서도 체력 수준에 따른 대상자

들 간의 제지방량에 차이를 보였는데,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제지방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이는 제지방량의 감소가 체력 저하와 관계가 있

다고 보고한 Zambomi 등(22)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

며,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지방량의 감소가 인지

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낮은 체력 수준은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관련되어 있으

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과 체력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23,24). 4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체력 수준과 관상심장질환 위험요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Bovens 등(25)의 연구 결과 심폐지구력과 심혈관계 기능 

간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atzmarzyk 

등(26)도 체력이 심혈관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들의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혈

중지질성분 중 중성지방만이 체력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는데,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낮음’ 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5).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체력

과 혈청지질과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Ahn(27)의 연구 결

과에서도 체력과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

롤은 음의 상관성이, HDL-콜레스테롤과는 양의 상관성이 

있어 체력이 향상되면 혈중지질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Chahar(24)의 연구에서도 심폐지구력과 중성지방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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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음의 상관성을 보여 심혈관계 질환 위험의 예측 인자

로서 건강관련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녀 모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과 체력 수준 간에 

관련성이 있으며 체력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혈중의 중성지방이 증가

함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되고 체력 수준이 혈중지질 

농도와 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을 볼 때 체력 수준 향상을 통

한 혈청 지질의 개선이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최근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에 의한 사망률 증가의 주된 원

인으로 사회경제적 발달로 인한 생활습관의 변화가 지목되

면서 건강 및 질병의 결정요인으로 생활습관을 포함한 건강

행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8). 건강행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의료전문

가에 의해 평가된 객관적인 측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행위를 측정하는 좋은 지표로 알려졌다(29- 

31).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행위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의

하면 규칙적인 아침식사와 운동 실천 등 건강행위가 긍정적

인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도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2- 

34). 본 연구 결과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

서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유의적으로 높았

는데(P<0.001), 이는 체력 수준에 따른 건강행위의 차이가 

스스로 인지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력이 증가하면 더욱 건강해졌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 때문에 스

스로 인지하는 건강상태를 더 좋게 느끼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 또한 체력 수준이 ‘높음’ 군

에서 유의적으로 높아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P<0.05).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

에게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됨을 볼 

때(28),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체력 관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체력과 규칙적인 운동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한 Lim(35)

의 보고에 따르면 연령의 증가는 건강관련 체력을 감소시키

지만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의 향상과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

어 노화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Lee와 

Bae(36)도 낮은 강도의 지속적인 운동의 실시가 체력 수준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여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인 신체 활동으로 높은 체력 수준의 유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규칙적인 운동 빈도가 유의적으

로 높아(P<0.05) 규칙적인 운동 실천이 체력 수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과 

건강행위와의 관계를 분석한 Bae(15)의 연구 결과에서도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할수록 건강관련 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Jo(37)도 신체 활동과 체력관련 

변인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auramaa 등

(38)의 연구에서도 적극적인 신체 활동은 건강관련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관련 체력 향상을 위해 

평소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운동 실천이 자신의 건강과 체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운동 실천에 따른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의 차이를 보여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일상생활의 생동감을 의미하는 활력 

역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유의적으

로 높아 체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P<0.001). Ryan과 

Frederick(39)은 수영이나 등산 등의 운동과 다양한 활동은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하였으며, Sheldon과 

King(40)도 운동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의 

활력을 높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운동은 

활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운동 실천율과 활력 수준이 높아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이를 통해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이 인지된 건강

관련 체력 수준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 더욱이 활력이 행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심리적 

만족감이나 안정감, 행복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

어 활기찬 생활을 통한 체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41). 

한편 식생활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주요 만성질

환 발병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건강관련 

체력과의 관련성도 일부 연구를 통해 보고되면서 건강결정

요인으로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15,42,43). 영양 상

태와 체력과의 관계를 연구한 Ferreira(13)의 보고에 따르

면 영양 상태는 체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식이 섭취량

은 체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중년기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건강증진 생활양식 중 식습관과 

체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44). 본 조사 

대상자들의 식습관을 평가한 결과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

준에 따른 두 군 간의 차이를 보였다.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식습관의 평균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1), 개별 항목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총 7개의 세부 

항목이 ‘높음’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인 식습관 개별 항목으로는 식사의 규칙성과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를 평가하는 문항들 그리고 적정한 에

너지 섭취를 묻는 문항이었으며,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평소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하고 알맞은 양의 에너지

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실천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

에 비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아 체력 

향상을 위해 규칙적인 식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5). 

또한 다양한 식품군의 섭취는 영양소 섭취 상태를 향상시키

므로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식품 섭취의 다양성이 강조

되고 있으며 나아가 만성질환 위험률도 감소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43,45). 식습관과 체력과의 관련성을 연구한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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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Lee(46)의 연구에서도 식사습관과 체력 간에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으므로 체력 향상을 위해 식사습관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체력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체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체력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실천해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식습관은 교란 인자를 보정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P<0.001)을 

보여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이 건강관련 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Park(47)의 연구 결과 식습관이 근력, 심폐

지구력, 유연성 등 건강관련 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Lee 

등(16)은 식사요법과 운동을 병행한 지속적인 체중조절의 

실시는 체중 및 체지방 감소는 물론 기초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성인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한 Kim(48)의 연구에서도 체질량지수 및 체지방률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자신이 인지하는 체력 수준도 교육 

전보다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대상자가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체력과 바람직한 식생활 간의 관련

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며,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

활의 실천이 건강관련 체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여겨진다.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운동 부족과 같은 바

람직하지 못한 건강행위로 인한 체력 저하는 만성질환 유병

률을 증가시키고, 특히 40대 이후 여성에서 그 증가 양상이 

뚜렷하다는 보고(42)들을 볼 때 이들 여성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식생활 실천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의 

연구 결과들을 통해 평상시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평상시 바

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상의 결과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식습관

과 생활습관에 차이가 있으며,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에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이들 간에 관련성

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 변수로 사용한 인지

된 건강관련 체력은 자신이 인지하는 체력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제 체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선행연구들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식습관과 인지된 체력 수준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는 중년 여성의 체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식습관의 실천이 요구됨을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여성은 남성보다 여러 신체 기능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그 정도도 심하다고 보고(8)되고 있어 근력 

등의 체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여성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건강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정책 및 관련 사업들을 볼 때 중년 여성에게 특성

화된 관련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중년 여

성의 식생활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과 관련이 있

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이들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습관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이며, 이를 위해 중년 여성의 식생활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 및 식생활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45~60세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인지된 건강

관련 체력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분류하여 그룹 간에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비교하고,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48.5세로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의 제지방량이 유의적으로 더 많았다(P<0.05). 혈중지질

성분 중에서는 중성지방만이 체력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는데,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낮음’ 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5). 생활습관 특성을 분석한 결

과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활력 수준

(P<0.001), 주관적인 건강상태(P<0.001), 정기적인 건강검

진 여부(P<0.05), 규칙적인 운동 실천(P<0.05) 항목 모두 

유의적으로 높았다. 평상시 식습관에 있어서도 인지된 건강

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의 식습관 평균 점수가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P<0.05), 개별 항목에서도 ‘일정한 식사 시간

(P<0.05)’, ‘일정한 식사량(P<0.05)’, ‘식사 시 즐거움(P< 

0.01)’, ‘단백질 섭취 빈도(P<0.05)’, ‘채소 섭취 빈도(P< 

0.01)’, ‘식욕’, ‘적정한 에너지 섭취(P<0.05)’ 항목의 점수가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 수준이 ‘높음’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

았다. 또한 식습관은 교란 인자를 보정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도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성(P<0.001)

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평상시 바람직한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년 여

성의 체력 향상을 위해 건강한 식습관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이를 위해 중년 여성의 식생활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과 

교육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식습관이 인지된 건강관련 체력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나 18개 식습관 문

항의 평균점수를 독립변수로 처리하여 회귀분석 하였으므

로 개별 식습관이 체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보지 못한 연구

의 한계점이 있어 추후 분석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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