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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and psychological stress among the rural population. 

We performed logistic regression to calculate the odds ratio (OR) and 95% confidence interval (CI)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ercise and psychological stress after adjusting for sex, age, drinking, smoking, and BMI. In the results, 

the OR value (95% CI) for the people who worked out regularly, as compared to non-participation, was 0.540 (0.392

−0.744). In the case of exercise frequency per week, OR values for the people who exercised  1−4 days per 

week and more than 5 days per week, as referred to non-participation, were 0.506 (0.265−0.968), 0.453 (0.233−

0.879), respectively. In the case of exercise amount per week, OR values for the people who took part in exercising 

less than 150 minutes, more than 150 minutes and less than 300 minutes, more than 300 minutes and less than 

600 minutes, and more than 600 minutes, as compared to non-participation, were 0.535 (0.295−0.972), 0.315 (0.161

−0.619), 0.475 (0.282−0.802), 0.762 (0.406−1.430), respectively. Regardless of exercise frequency, there was 

an inverse association between exercise participation more than 150 minutes and less than 600 minutes per week 

and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psychological stress was taking part in exercise 

more than 150 minutes and less than 300 minutes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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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힐링”과 

“웰빙” 열풍은 급변하는 환경 속의 현대인들이 많은 스트레스

(distress)로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한다. 스트레스

는 인간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한 

내적 또는 외적 요구가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자원보다 과도하

다고 느낄 때 유발되며1) 개인이나 집단적 특성, 혹은 직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나게 되는데2), 2014년 사회조

사보고서3)에 의하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인구의 66.6%가 전반

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한국인의 스트레스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 34개국 중 최고수

준으로 보고되고 있다4).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은 거주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농촌 지역 주민들은 통제 불가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 열악한 업무환경, 시간적 

압박, 강도 높은 노동집약적 업무 등의 요인에서 기인하는 

높은 스트레스를 겪게 될 수 있다5).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또 다른 연쇄적ㆍ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증폭시키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주요 

정신질환 지표들의 유병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신

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6), 

특히 농촌은 도시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이나 건강관련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불

리한 환경조건하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노출

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7). 더 나아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자살률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에 비해 높게 나타

났고, 이러한 현상은 노인에게서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8), 농촌 지역 거주자들의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농촌이라는 제한된 환경에 거주

하는 성인들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Lee9)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는 참고 삭인다(1순위), 기

도, 명상, 휴식(2순위), 음주와 흡연(3순위), 대화(4순위), 등산, 

산책, 운동(5순위) 등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이 중에서도 운동

은 적은 부작용, 비용-효과 측면의 효율성, 신체건강 증진 

등 부가적인 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방법으

로 여겨지고 있다. 정신건강에 대한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으나10,11),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신체활동 빈도

와 시간 등과 같은 운동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규칙적인 운동 참여집단과 비 참여집단 간의 정신건강 

상태의 차이를 비교하거나12), 특정 운동 중재 후 정신건강 

변인의 운동 전후 집단 내 혹은 집단 간 수준 비교를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3,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성인

의 운동실천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적절한 운동실천 빈도와 시간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한양대학교에서 주관하는 한국인유전체

역학조사사업에서 전국의 농촌을 대표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농촌지역으로 선정된 경기도 양평 지역 거주자 중 

자발적으로 모집된 40세에서 64세까지의 남녀성인 1,459명

(남=569명, 여=890명)이다. 모든 대상자는 검사 시작 전에 

사전 동의서를 작성 한 후 배포된 설명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반자료이며 자가 기입 혹은 자가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의 내용과 방법 등 표준화된 프로토콜에 대해 사전에 

교육받은 검진 전문 고용 면접원이 1：1 면접설문조사를 통하

여 이들의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 주당 운동빈도, 주당 운동

시간(분),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한양대학교 임상시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2. 설문과 변인 정의

1) 독립 변인

(1)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 “땀이 몸에 배일 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 “① 안 한다 

② 한다”를 이용하여 ”유, 무“로 2범주화 하였다. 

(2) 주당 운동빈도: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에 대해 “한다” 

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재차 “운동을 하신다면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응답 “① 주 1–2회 ② 

주 3–4회 ③ 주 5–6회 ④ 거의 매일”을 이용하여 ”0, 1–4회, 

5회 이상“의 3범주로 재구성 하였다. 

(3) 주당 운동시간(분):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에 관한 설문

에서 “② 한다“라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재차 질문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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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평균 몇 분 정도 운동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과 주당 

운동빈도의 평균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0분, 150분 미만, 

150분 이상–300분 미만, 300분 이상–600분 미만, 600분 이상”

의 5범주로 재구성 하였다. 

2) 종속 변인

Jang 등15)이 Goldberg의 GHQ-60을 기초로 하여 정상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사회ㆍ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단축형 PWI (PWI short form, 

PWI-SF)를 이용하여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였

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경험했거나 느꼈던 육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4점 척도(0점=항상 그렇다–3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출 가능한 

총점 범위는 0점부터 54점까지이다. 부정문인 2, 3, 4, 7, 13, 

15, 16번의 7개 문항은 역코딩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큰 것을 의미한다. Lee와 Lee16)는 8점 

이하를 건강군, 9–26점을 잠재적 스트레스 위험군, 27점 이상

을 고위험 스트레스 위험군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27점을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건강군과 위험군

으로 2범주화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PWI-SF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0.8–0.9로 보고된 바 있으며14,17),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0.837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방법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였다. 기술통계를 통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 

주당 운동빈도, 주당 운동시간(분)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 주당 운동빈도, 주당 

운동시간(분)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위험비(odds ratio, OR)

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투입된 보정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음주여부, 흡연

여부, body mass index (BMI)를 포함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α=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분포

연구 대상자는 40에서 64세까지의 농촌지역 성인 1,459명

(남=569명, 여=89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 특성 및 

분포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 연령 52.91±6.75세, 

신장 160.95±8.15 cm, 체중 63.22±10.14 kg, BMI 24.41±3.05 

kg/m2, PWI-SF 총점 18.54±9.23점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운

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39.8%였고, 주당 운동빈도 0회, 1–4회, 

5회 이상 경우의 분포 비율은 각각 60.5%, 20.1%, 19.4%로 

나타났으며, 주당 운동시간 분포 비율은 0분인 경우 60.5%, 

150분 미만인 경우 8.7%, 150분 이상–300분 미만인 경우 10.2%, 

300분 이상–600분 미만인 경우 14.2%, 600분 이상인 경우 6.4%

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건강군은 82.0%, 

위험군은 18.0%로 나타났다. 

2.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과 사회심리  스

트 스

Table 2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 항목의 

경우 남녀 모두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집단의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 “위험” 수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규칙적

인 운동을 실천하는 집단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건강” 수준

의 비율이 더 높았다(p=0.025 및 p＜0.001). 주당 운동빈도 

항목의 경우 또한 남녀 모두 주당 운동빈도 0회인 경우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 “위험” 수준의 비율이 더 높았고, 1–4회/주 

실천집단 및 5회 이상/주 실천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건강” 수준의 비율이 더 높았다(p=0.042 및 p=0.001). 마지막

으로, 주당 운동시간 항목의 경우 여성은 운동을 전혀 실천하

지 않는 집단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위험“ 수준의 분포 

비율이 더 높았고, 주당 운동시간 150분 미만, 150분 이상–300

분 미만, 300분 이상–600분 미만, 600분 이상 실천집단 모두 

“건강” 수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비율 분포가 더 높았다

(p=0.001). 남성의 경우에는 주당 운동시간 600분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여성과 비슷한 양상의 결과값들을 보였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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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respondents

Characteristic Male (n=569) Female (n=890) Total (n=1,459)

Age (yr) 53.88±6.57 52.29±6.79 52.91±6.75

Height (cm) 168.03±5.94 156.14±5.51 160.95±8.15

Weight (kg) 69.74±9.50 58.99±8.11 63.22±10.14

Body mass index (kg/m2) 24.72±2.82 24.19±3.18 24.41±3.05

PWI-SF score 16.93±8.98 19.57±9.25 18.54±9.23

Drinking

  Never 19.3 62.7 45.8

  Past 9.8 1.6 4.8

  Current 70.8 35.7 49.4

Smoking

  Never 27.8 97.1 70.1

  Past 37.3 0.8 15.0

  Current 34.9 2.1 13.5

Body mass index (kg/m2)

  Normal weight (≤22.9) 26.9 39.3 34.2

  Overweight (23−24.9) 27.8 24.7 26.0

  Obesity (≥25) 45.3 36.0 39.8

Regular exercise

  No 60.8 59.9 60.2

  Yes 39.2 40.1 39.8

Exercise frequency (wk)

  None 61.1 60.1 60.5

  1−4 22.3 18.7 20.1

  ≥5 16.6 21.2 19.4

Exercise amount (wk)

  None 61.1 60.1 60.5

  ＜150 min 7.8 9.2 8.7

  ≥150 min−＜300 min 11.5 9.4 10.2

  ≥300 min−＜600 min 13.4 14.8 14.2

  ≥600 min 6.2 6.5 6.4

Psychological stress level

  Healthy (0-26 points) 85.6 79.8 82.0

  Risky (27-54 points) 14.4 20.2 18.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or percent.
PWI-SF: 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3. 규칙 인 운동실천 유무와 시회 심리  스트

스와의 계

Table 3은 규칙적인 운동실천 유무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와의 관계를 위험비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모형 1은 보정하지 

않은 산출값을, 모형2는 성별, 나이, 음주, 흡연, BMI를 보정변

인으로 투입하여 산출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모형 1에서 규칙

적인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약 47% 정도 더 

낮았다(OR=0.526, 95% CI=0.392–0.705). 모형 2의 경우 역시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46% 더 낮았다(OR=0.540, 95% CI=0.392–0.744).

4. 주당 운동빈도와 사회심리  스트 스와의 계

Table 4는 주당 운동빈도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를 위험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보정 변인을 투입하지 않은 

모형 1의 경우 주당 운동빈도가 0회인 집단에 비해 주당 운동빈

도 1회–4회 및 5회 이상 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각각 

약 44% (OR=0.563, 95% CI=0.387–0.818) 및 약 52% (OR=0.484, 

95% CI=0.325–0.720) 더 낮았다. 모형 2의 경우 역시 주당 

운동빈도 1회–4회 및 5회 이상 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각각 약 43% (OR=0.574, 95% CI=0.382–0.862) 및 약 50% 

(OR=0.499, 95% CI=0.325–0.766)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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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stress level of respondents

Psychological stress level

Male Female

Healthy Risky
Chi-square 
(p-value)

Healthy Risky
Chi-square 
(p-value)

Drinking  0.071 (0.965) 2.727 (0.256)

  Never 19.5 18.3 63.5 59.4

  Past 9.9 9.8 1.3 2.8

  Current 70.6 72.0 35.2 37.8

Smoking 10.238 (0.006) 0.761 (0.684)

  Never 29.4 18.3 97.3 96.1

  Past 38.3 31.7 0.7 1.1

  Current 32.3 50.0 2.0 2.8

Body mass index (kg/m2) 5.514 (0.063) 2.442 (0.295)

  Normal weight (≤22.9) 25.6 35.1 39.0 40.8

  Overweight (23−24.9) 29.5 17.6 25.9 19.7

  Obesity (≥25) 44.9 47.3 35.2 39.4

Regular exercise  4.991 (0.025)  14.290 (＜0.001)

  No 58.9 72.0 56.8 72.2

  Yes 41.1 28.0 43.2 27.8

Exercise frequency (wk)  6.326 (0.042) 13.881 (0.001)

  None 59.2 72.8 57.0 72.2

  1−4 22.9 18.5 20.1 13.3

  ≥5 17.9 8.6 22.9 14.4

Exercise amount (wk)  6.846 (0.144) 17.784 (0.001)

  None 59.2 72.8 57.0 72.2

  ＜150 min 8.0 6.2 9.3 8.9

  ≥150 min−＜300 min 12.6 4.9 10.6 4.4

  ≥300 min−＜600 min 14.0 9.9 16.4 8.3

  ≥600 min 6.2 6.2 6.6 6.1

Values are presented as percent or p-value.

Table 3.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between 
regular exercise and psychological stress

Psychological stress

Model 1 Model 2

Regular exercise

  No 1 1

  Yes 0.526 
(0.392−0.705)

0.540 
(0.392−0.744)

Model 1: not 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ge, 
drinking, smoking, and body mass index.

5. 주당 운동시간과 사회심리  스트 스와의 계

Table 5는 주당 운동빈도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를 위험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모형 2의 경우 주당 운동시간

이 0분인 집단에 비해 주당 운동시간 150분 이상–300분 미만인 

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약 66% (OR=0.344, 95% 

CI=0.180–0.657) 더 낮았고, 주당 운동시간 300분 이상–600분 

미만인 집단의 경우에는 약 48% (OR=0.522, 95% CI=0.321–
0.849) 더 낮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다. 

고    찰

본 연구는 일개 농촌지역 성인의 횡단자료를 통해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사회심리적 스트

레스를 비교하여 운동빈도에 상관없이 주당 총 운동시간 150

분 이상부터 600분 미만의 규칙적인 운동실천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과 부적인 연관성을 가지며, 주당 총 운동시간 

150분 이상–300분 미만의 규칙적인 운동실천은 가장 큰 폭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의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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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between exercise amounts and psychological stress

Psychological stress

Model 1 Model 2

Exercise amount/wk

  None 1 1

  ＜150 min 0.730 (0.445−1.198) 0.596 (0.339−1.047)

  ≥150 min−＜300 min 0.322 (0.175−0.594) 0.344 (0.180−0.657)

  ≥300 min−＜600 min 0.456 (0.287−0.725) 0.522 (0.321−0.849)

  ≥600 min 0.759 (0.432−1.331) 0.830 (0.457−1.508)

Model 1: not 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ge, drinking, smoking, and body mass index.

Table 4.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 between exercise frequency and psychological stress

Psychological stress

Model 1 Model 2

Exercise frequency/wk

  None 1 1

  1−4 0.563 (0.387−0.818) 0.574 (0.382−0.862)

  ≥5 0.484 (0.325−0.720) 0.499 (0.325−0.766)

Model 1: not adjusted, Model 2: adjusted for gender, age, drinking, smoking, and body mass index.

권고지침에 따르면18),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성인들이 건강상

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주당 150분의 중강도, 혹은 

주당 75분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혹은 이에 상응하는 

중-고강도의 복합 유산소성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유산소

성 활동은 한 번에 최소 10분씩 하루 30분 이상 꾸준하게 

실시해야 한다. 추가적이고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득을 위해서

는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주당 300분, 혹은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 주당 150분, 혹은 이에 상응하는 중-고강도의 복합 

활동 이상에 이르는 양의 신체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유산소나 유산소 및 근육 강화 활동을 주당 3일에서 5일, 한번

에 30분에서 60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 효과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주당 5회 이상 운동을 실천하는 

집단은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집단보다 약 50% 

(OR=0.499, 95% CI=0.325–0.766) 더 낮은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수준을 보였으며, 주당 운동시간 150분이상–300분 미만, 

그리고 300분 이상–600분 미만 집단은 운동 미실천 집단보다 

각각 약 66% (OR=0.344, 95% CI=0.180–0.657) 및 약 48% 

(OR=0.522, 95% CI=0.321–0.849) 더 낮은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수준을 나타내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에서 제시한 신체활동 권고지침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숙고하여야 할 문제는 정신건강 개선

을 위한 적절한 운동량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다. Kim 등19)은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적절한 주당 운동시간으로 150분에서 

450분을 제시한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주당 

운동시간 150분 미만 집단(OR=0.596, 95% CI=0.339–1.047)과 

600분 이상 집단(OR=0.830, 95% CI=0.457–1.508)에서는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 위험비가 유의한 결과값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주당 운동시간 150분 미만의 주당 총 운동량이 정신건강

에 유익을 가져오는 역치 수준에 미달하고, 또한 주당 600분 

이상의 운동시간처럼 일정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운동량은 

정신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덧붙여 Kim과 Suh20)는 1,092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동실

천 정도와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운동여부, 

운동기간, 운동빈도, 운동시간의 차이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

이 다름을 발견하였는데, 즉 스트레스 수준은 규칙적인 운동실

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고, 운동

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았으며, 운동빈도 변인에

서 남성의 경우 빈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더욱 낮아졌

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과 설문내용 및 범주화, 적용한 

통계기법 등의 차이로 인해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여성의 운동빈도 항목에서 3–4일을 운동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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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상 운동하는 경우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 

거의 매일 운동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이 여성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Jung 등14)은 20세 이상의 농업인 28명을 대상으로 

주 3회 8주간 실시한 근력강화운동 처치 후 사회심리적 스트레

스 수준이 사전값 22.07±10.40점에서 사후값 19.03±8.22점으

로 약 13.77%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는데, 이는 집단 내 근력강화운동 실시 전후의 차이만을 

살펴본 실험설계상의 특성으로 인해 대조군과 처치군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볼 수 없어 본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규칙적인 근력강화운동에 참여한 후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가 감소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또 다른 농촌지역 기반 연구로는 40세 이상의 농촌지역 

여성 6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걷기운동 프로그램 실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보고한 

Hwang 등21)의 연구가 있다. 저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여럿이 모여 할 수 있는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심리적 정서

적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자주적 자가 걷기운동프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었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운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전이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심리ㆍ생리

학적 가설들이 존재한다. 먼저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이로운 영향을 설명하는 다양한 심리학적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분산 가설(distraction hypothesis)에 의하면 운동 

중ㆍ후 부정적인 자극들로부터의 기분전환이나 휴식(time- 

out)이 호전된 기분을 유도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다22). 둘째, 자아 이미지 가설(self-image hypothesis)은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 사이의 긍정적인 연관성은 신체활동이 체중

과 신체구조에 미치는 좋은 효과에 부분적으로 기인하고, 그러

한 결과로 인해 동료 그룹으로부터의 더욱 긍정적인 피드백을 

낳음으로 해서 결국 더 좋은 정신건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23). 셋째, 자기효능감 가설(self-efficacy hypothesis)은 

신체 운동은 도전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방식으

로 꾸준히 운동에 참여할 수 있음이 향상된 기분과 자신감을 

이끌었을 것으로 설명한다24). 넷째, 사회적 상호작용 가설

(social interaction hypothesis)은 신체활동으로 인한 정신건강의 

향상은 신체활동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신체활동의 사회적 

측면, 즉, 일반적으로 신체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

성 및 운동에 연루된 개개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지지가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25).

다음으로 운동이나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기전에 대한 생리학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부신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이는 스트레스 

적응을 촉진하며,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베타 엔돌핀, 

도파민 등을 촉진시켜 기분을 향상시킨다26). 둘째, 운동은 

모노아민의 시냅스 전달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항우울 약물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27). 셋째, 스트레스 일반화 가설(stress 

generalization hypothesis)은 운동부하에 의한 지속적인 생리적 

스트레스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스트레

스에 대해 대응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28).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사용된 설문에서 운동의 형태나 

종목을 포함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수행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한국의 체육지표29)에 따르면 40대에

서 60대 사이의 성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참가종목

의 순위를 고려할 때 걷기, 등산, 헬스와 같은 운동이 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운동 

형태나 종목 등 좀 더 세밀히 독립변인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

며, 신체활동 측정 장비 혹은 Metabolic Equivalent of Task 

(MET)-hour/week와 같은 변인수집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포함할 것을 기대해본다. 더불어 운동의 정도를 기술하기 위하

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운동실천여부, 운동빈도, 운동시간과 

같은 변인 이외에도 운동 강도와 형태, 패턴 등의 자료가 포함

되어 수집된다면 더욱 세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역 성인의 운동실천을 

독려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당국의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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