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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Han-sik database as well as to assess the effects of Han-sik on dietary quality

among Koreans. The Han-sik database was developed by a focus group composed of food and nutrition specialists

considering the results of Han-sik perception surveys conducted in previous studies for frequently consumed dishes. Among

the 1,322 dish items identified in the 4th (2007-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973 items (73.6%) were classified as Han-sik. Han-sik usage was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Han-sik items

of all individually consumed dish items in the dietary data of 22,113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a 24-hour diet recall in the

4th (2007-2009) KNHANES. Dietary quality was evaluated based on adherence to the Korean Food Guidance System

(KFGS), which was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of the number of servings consumed in each food group out of

recommended servings according to age and sex. Mean usage of Han-sik was 80.1% and was higher in older age groups,

rural areas, as well as in households at the lowest income level. Han-sik usage was also higher on weekdays as well as for

breakfast. Adherence to the KFG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grains, meat · fish · egg · beans, vegetables, and fruits

(p<0.001) but lower for milk · dairy products and oils · fats · sugars (p<0.001) across the quartiles of Han-sik usag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an-sik usage is high among Korean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update the Han-sik

database as well as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health-related factors and Han-sik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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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식생활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정치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매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Kittler &

Sucher 2000; Chung 등 2013). 따라서 식생활 문화권에 따

라 사용하는 재료도 다양하며,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

라도 가공 방식의 차이 및 선호하는 맛의 차이로 인해 다양

한 조리법이 나타났다(Bryant 등 2003).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밥과 함께 국

및 다양한 반찬을 부식으로 하는 주·부식형의 식사형태라

는 것이다(Chung 등 2013). 한식은 끓이기, 삶기, 찌기, 데치

기 등의 방법을 이용한 습열조리법이 발달하였고, 음식 조리

시 ‘갖은 양념’이라 표현되는 간장, 설탕, 후추, 파, 마늘,

참기름, 깨소금 등의 음식마다 넣는 양념의 사용량이 많은

데, 양념(藥念)은 약과 음식은 근본이 동일하다는 약식동원

(藥食同原)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Kim 등 2010; Chung 등

2013). 또한 한식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술, 젓갈류, 장류, 김

치류와 같은 발효음식이 발달했다는 점이다(Cho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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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 국제화로 영양

소 섭취, 식품 섭취 양상이 변하고 있는데, 영양소 섭취 측

면에서 다량영양소의 에너지 기여율을 살펴보았을 때 국민

영양조사가 시작된 1969년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에너

지 기여율이 80.3:7.2:12.5(%)이었으나 2009년에는 66.4:

19.0:14.8(%)로 단백질과 지방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비율

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Oh 199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식품 섭취의 측면에

서 초기 조사에서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가

97.0: 3.0 (%)였으나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식물성 식품과 동물성 식품의 섭

취비가 약 80.0: 20.0(%) 안팎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Oh 1993;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또한 이와 같은 변화는 전반적인 식생활 행동에서도

나타나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개최를 기점으

로 외식이 증가하였으며, 전통적인 3끼 식사 습관에서 벗어

나 식사 시간 및 횟수가 다양화되고 정규 식사 사이의 간식

섭취도 증가하고 있고, 구매 후 간단한 조리만을 거쳐서 섭

취할 수 있는 편이식품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Oh

1993; Kim 등 2010).

음식 유형의 평가에 대한 연구로는 식생활의 전통성 유지

의 측면에서 서울지역 거주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섭취한 음식을 한국식, 서양식, 동양식, 한국절충식, 서양절

충식, 동양절충식으로 분류하여 섭취 실태를 파악한 연구와

(Lee & Oh 1996) 급식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급식 식단에서 제공하

고 있는 음식 유형을 평가한 연구가(Jung 등 2000) 일부 수

행되었다. 최근 들어 한식 상차림 측면과 식품 섭취 측면을

반영한 한식 식사패턴지수(KDPS: Korean Dietary Pattern

Score)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고(Lee & Cho 2010), 1998,

2001,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만 20세

이상 성인의 식사패턴을 추출하고 연도별 패턴 변화를 살펴

보았을 때 쌀밥, 채소류, 김치류 등의 섭취가 높은 전통식 패

턴과 기타곡류, 면류, 빵류, 육류, 우유류 등의 섭취가 높은

혼합식 패턴이 연도별로는 비슷한 비율로 혼재하고 있으나

연령 별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Kang 등 2011).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한식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현 시

점에서 어떠한 음식이 한식으로 인식되는지 반영하지 않았

거나 개별 음식이 아닌 섭취한 식품군의 측면에서만 한식의

섭취 정도를 살펴보아 아직 한식의 정의에 대한 자료는 부

족한 실정이다. 또한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서 24시간 회상법으로 수집한 1세 이상 22,113명의 식품섭

취조사 자료 중 섭취빈도가 50회 이상인 다빈도 음식 571종

을 유사음식으로 통합하여 512종으로 음식 목록을 작성하여

이 목록을 일반인 서울·경기지역 거주 성인 801명과 한식

관련 분야 전문가 185명에게 각각 설문조사를 통해 각 음식

의 한식 인식률을 조사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Lee 등 2012;

Park 등 2012), 다빈도 음식 목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섭취 빈도가 낮은 음식 목록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24시간 회상법으로 수집한 1세 이상 22,113명의 식품

섭취조사 자료에 나타난 모든 음식 목록을 작성하여 식품,

영양, 조리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의 검토

및 토의를 거쳐 개별 음식의 한식 여부를 확정하여 한식 데

이터베이스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사람

들의 한식 섭취 실태를 파악하며, 이와 더불어 한식 섭취 수

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 균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한식 데이터 베이스 작성

1) 전문가 포커스 그룹 구성

전문가 포커스 그룹은 식품, 영양, 조리 관련 주요 학회 6

개에서 추천을 받은 전문가, 국립연구기관의 전문가 풀(pool)

에 속해있는 한식 관련 전문가 및 식품, 영양, 조리 관련 학

과의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의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되었다.

2) 한식 데이터베이스 작성 과정

전문가 포커스 그룹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기본 데이터

베이스로 활용되는 음식에 대해 한식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심층 토의하여 한식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였다. 제

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회 이상 섭취된 음

식 512종에 대해서는 이전에 실시된 일반인 및 전문가의 한

식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Lee 등 2012; Park 등 2012),

이를 참고로 개별 음식의 한식 여부에 대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문가 포커스 그룹은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50회 미만 섭취된

810종에 대해서도 다빈도 음식의 한식 여부 결정을 위한 토

의를 거쳐 각 음식의 한식 여부를 결정하였다. 즉, 전문가 포

커스 그룹에서는 총 1,322종의 음식에 대해서 한식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2. 한식 섭취율 산출

1) 분석자료

한국인의 한식 섭취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제4기(2007-

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에 응답한 22,11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공통변수를 활용하여, 연령은 1-5세, 6-11세, 12-

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의 7그룹으로

나누었고, 거주지역은 동 및 읍면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소

득수준은 가구소득 사분위수 지표를 이용하였다. 식이섭취

요인은 식품섭취조사의 영양조사 요일, 끼니 구분, 식사 장

소 결과를 활용하였다. 조사 요일은 영양조사 요일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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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주중과 주말로 나누었고, 식사장소는 가정집, 학교,

직장, 음식점, 기타(노점/ 편의점/ 제과점, 기타)로 재분류 하

였다.

2) 한식 섭취 수준

전문가 포커스 그룹 결과 작성한 한식 데이터베이스를 이

용하여 대상자 개인의 한식 섭취 수준을 계산하였다. 한식

섭취 수준은 대상자가 하루에 섭취한 모든 음식 중 한식인

음식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3) 다빈도 음식 중 한식의 비율

개인별 끼니별 모든 음식의 섭취 빈도로부터 한국인의 최

빈 음식 목록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대상자들이 섭취한 모든

음식 중 한식에 해당하는 음식의 개인별 끼니별 섭취 빈도

로부터 최빈 한식 목록을 추출하여, 최빈 음식 목록과 최빈

한식 목록을 비교하였다. 또한 섭취 빈도 별로 상위 20가

지, 50가지, 100가지에 해당하는 음식 목록을 추출하여 그

중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산출

하였다.

4) 식품군 균형도

전반적인 식품군 섭취의 균형을 살펴보기 위해, 식사구성

안(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을 기준으로 대상자

개인의 식사구성안 준수도를 계산하여 식생활의 특성을 평

가하였다. 식사구성안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을 충족하면서

한국인의 식생활에 적절한 식사 패턴을 제시하는 것으로 3

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 대해 연령군과 성별에 따라 각 식품

군 별 1회 분량의 섭취 횟수가 제안되어 있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따라서 식사구성안 준수도는 3세

이상의 대상자에 대해 각 식품군별 실제 섭취 횟수를 식사

구성안에서 제시하는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에 대한 백분

율로 계산하였다.

3. 통계 분석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의 통합분석에 있

어 순환표본에 따른 각 연도별 조사구수 비례로 산출된 통

합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0). 모든 통계분석은 SAS

program(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

성은 p<0.05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한식 섭취 수준은 국민건

강영양조사가 복합표본설계임을 고려하여 proc surveymeans

프로시져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하였으며, 연

령, 거주지역, 가구소득 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라 한식 섭취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proc surveyreg

프로시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식이섭취 요일, 끼니,

섭취 장소에 따른 한식 섭취수준의 차이는 인구사회학적 요

인을 보정한 후 검정하였다. 한식 섭취 수준에 따라 식품군

별 식사구성안 준수도를 산출하여 인구사회학적 및 식이섭

취요인을 보정한 후 그 차이를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상용 음식 및 식품의 한식 데이터베이스 작성

본 연구에서 작성한 상용음식 및 식품의 한식 데이터베이

스에 포함된 음식에 대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음식군 분류

체계에 따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에서 논의한 1,322종의 음식 중 973종(73.6%)의 음식이 한

식으로 분류되었다.

전문가 포커스 그룹에서는 이전에 실시된 512종의 다빈도

음식의 일반인 및 전문가의 한식 인식 조사 결과를(Lee 등

2012; Park 등 2012) 참고하여 현 시점에서 개별 음식에 대

한 한식 인식률을 검토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총 1,322종의

음식 목록에 대해서 한식 여부를 논의하였다. 일반인 및 전

문가 조사 결과 한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미만이었으

나 전문가 포커스 그룹에서 한식으로 분류한 음식은 각각 25

종(볶음밥, 물만두, 고기만두, 쫄면, 어묵국, 닭꼬치구이, 달

걀부침(달걀후라이), 어묵볶음, 어묵조림, 채소튀김, 오징어튀

김, 양념치킨, 새우튀김, 회무침, 설탕, 후추, 쥐포, 모듬회, 튀

긴쌀, 방울토마토, 양배추, 오두개차, 건빵, 호떡, 팥빙수), 15

종(볶음밥, 쫄면, 어묵국, 달걀부침(달걀후라이), 어묵볶음, 고

구마맛탕, 오징어튀김, 양념치킨, 새우튀김, 해파리냉채, 모듬

회, 방울토마토, 양배추, 호떡, 팥빙수) 이었으며,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 결과 한식으로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이나 전

문가 포커스 그룹에서 한식이 아니라고 분류한 음식은 각각

1종(매실장아찌(우메보시)), 2종(사과쥬스, 오리고기로스) 이

었다.

전문가 포커스 그룹에서 개별 음식의 한식 여부를 결정하

는데 있어서 음식의 주재료와 조리법을 많이 고려하였다. 해

당 음식의 주재료와 조리법 중 한 가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유

래한 것이라 판단되면 한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주재료

중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어도 그 재료가 상당기간

우리나라에서 이용되었거나 그 재료를 이용한 음식이 우리

나라에만 존재할 경우에는 한식으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카레가 주가 되는 경우에는 한식이라 판단하기 어려우나, 떡

볶이에 카레를 넣은 카레떡볶이는 한식으로 분류하였다. 또

한 개별 음식의 한식 여부를 판단할 때 조리법의 유래가 외

국인 음식이어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거나 이미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의 경우에는 명칭과 재

료,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식

으로 판단하였다. 가령, 튀김은 전통적인 조리법은 아니지만

한식의 범주로 넣기로 하여 다른 한식 음식에서 나타나는 재

료를 사용한 튀김의 경우 한식으로 분류하였다. 대외적으로

한국식이라고 알려진 음식, 가공 식품 중 한식으로 수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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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어려운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는데, 짜장을 이용한

음식 및 라면의 경우 아직 일반인, 전문가 모두 한식이라 판

단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 한식의 범주에서 제외

하였다.

한식은 오랫동안의 식습관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고 사람

들의 식생활은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어떤 것을 한식

으로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수행된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나온 모든 음

식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 각 음식의 특성에 대하여 고

려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토론을 거쳐 현재 우리나라에서 섭

취되는 음식들의 한식 여부를 판정한 최초의 시도이다. 한식

이란 각 음식을 말할 수도 있고 식단 구성이나 식생활 방법

등 여러 각도에서 정의할 수 있겠으나 개별 음식의 한식여

부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될 것이다. 밥과 김치를 먹더라도

다른 반찬들이 모두 양식이라면 이것이 한식인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정에 개별 음식의 한식여부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본 연구 결과 작성된 한식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앞으로 한

식의 정의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거쳐 한식 여부를 확정한 결과를 국

민건강영양조사 음식군 분류 체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나

물·숙채류, 김치류, 젓갈류의 세 음식군에 해당하는 모든

음식이 한식으로 분류되어 한식으로 분류된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빵 및 과자류, 유제품류 및 빙과류

<Table 1> Han-sik perception rate by 4th (2007-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ish group

4th KNHANES dish codes 4th KNHANES 24hr-recall results

No. of Dish1) No. of

Han-sik

% of

Han-sik2) No. of Dish
No. of

Han-sik

% of

Han-sik use3)

Cooked rice 61 39 63.9 59 38 98.4

Breads and baked products 71 7 9.9 67 7 8.4

Noodles and dumplings 40 29 72.5 35 25 42.6

Porridges 32 30 93.8 26 25 83.5

Soups 53 51 96.2 53 51 98.9

Stews 57 56 98.2 52 51 99.7

Steamed food 53 52 98.1 47 46 100.0

Grilled food 75 63 84.0 67 56 93.8

Pan-fried food 42 39 92.9 41 38 96.1

Stir-fried food 68 47 69.1 59 44 97.1

Braised food 54 49 90.7 51 47 99.1

Fried food 80 54 67.5 67 45 42.9

Cooked and seasoned vegetables 44 44 100.0 39 39 100.0

Seasoned fresh vegetables of other food 92 76 82.6 82 67 85.3

Kimchi 26 26 100.0 24 24 100.0

Pickled or preserved food 20 20 100.0 18 18 100.0

Salt-fermented food 23 15 65.2 23 15 72.9

Seasoning 35 18 51.4 32 17 82.9

Milk and milk products 12 1 8.3 11 1 0.6

Beverages and tea 69 35 50.7 65 33 18.1

Alcoholic beverages 20 15 75.0 16 11 65.8

Fruits 48 21 43.8 42 20 89.2

Sugars and sweets 14 4 28.6 14 4 12.1

Grain, starch and grain products 31 24 77.4 30 23 86.6

Legumes, nuts and seeds 24 12 50.0 18 12 94.1

Vegetables and seaweeds 71 59 83.1 66 56 96.1

Meat, poultry and fish 96 81 84.4 87 73 77.1

Oils 6 2 33.3 6 2 80.6

Others 5 4 80.0 3 2 70.0

Total 1,322 973 73.6 1,200 890 82.6

1)Among the 1,590 dish items in 4th (2007-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dish code list, 1,322

dish items were included in Han-sik database through the reclassification of similar dish items. ‘Enteral food’ in porridges group and ‘Baby food’

in others group were excluded from the Han-sik database.
2)The number of Han-sik in each of dish group/The number of dish in each of dish group×100 (%)
3)Sum (the number of Han-sik×eating frequency)/Sum (the number of dish×eating frequency)×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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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음식군에서는 각각 9.9, 8.3%의 음식만이 한식으로 분

류되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2. 한식 섭취율

상용음식 및 식품의 한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1,322종

의 음식코드 중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생활

조사에 응답한 22,113명의 식품섭취조사 결과 섭취한 것으

로 나타난 1,200종의 음식코드의 실제 섭취 횟수를 고려하

여 음식군 별 한식 섭취율을 구하였다<Table 1>. 밥류, 장

류·양념류, 과일류, 두류·견과 및 종실류, 유지류 음식군

에서는 한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식으로 분류된 음식의 비

율보다, 실제 섭취횟수를 고려했을 때 한식을 섭취한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해당 음식군의 구성 음식목록에서 한식

으로 분류된 음식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면 및 만두류, 음료 및 차류 음식군에서는 한식으로 분류된

음식의 섭취가 낮아, 한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식으로 분류

된 음식의 비율보다 실제 섭취횟수를 고려했을 때 한식을 섭

취한 비율이 감소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및 식이섭취 요인에 따른 한식 섭취 수준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에 참여

한 22,113명의 한식 섭취율은 8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 79.9%, 여: 80.2%), 남녀 모두 연령, 거주지역,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able 2>. 연령 그

룹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의 한식 섭취율이 가장

높았고(남: 89.8%, 여: 91.3%), 12-18세의 한식 섭취율이 가

장 낮았다(남: 71.5%, 여: 70.7%). 이와 같은 섭취의 특성은

연령에 따른 식생활 행동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서울지역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부모

7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에 따

라 외식 행동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에는 모든 연령대가 한식을 가장 선호한 반면 사교적

인 목적으로 외식을 할 때에는 10대와 20대에서는 패스트푸

드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Ahn 2001). 또한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여 세대 구분에 따라 음식점 선호 경향, 외식 문

화, 즐겨 마시는 음료 및 술 종류 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음

식점은 주로 21-41세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

별로 즐겨 마시는 음료로 캔커피, 탄산음료, 주스 등은 21-

41세와 42-59세에서 선호하는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수정

과, 식혜 등과 같은 전통음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 Chung 2002).

식이섭취 요일, 끼니 구분, 식사장소와 같은 식이섭취 요

인에 따른 한식 섭취 수준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영양조사를 실시한 요일이 주말일 때 보다는 주중일 때

한식 섭취율이 더 높았으며, 끼니 구분에 따라서는 아침식사

의 한식 섭취율이 가장 높았고, 간식을 섭취할 때 한식 섭취

율이 가장 낮았으며, 정규 식사에서는 점심의 한식 섭취율이

가장 낮았다. 식사 장소에 따라서는 가정집, 학교, 직장, 음

식점, 기타(노점/편의점/제과점, 기타) 중 기타의 장소를 제외

하고는 직장에서의 한식 섭취율이 남녀 각각 52.1, 60.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섭취율을 보였다. 이는 각 식사 장소 별로

다빈도 음식을 추출해 보았을 때에도, 가정집, 학교, 음식점

에서는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배추김치인 반면, 직장에

서는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인스턴트 커피로 나타나 차

이를 보였다.

2) 다빈도 음식 중 한식의 비율

식품섭취조사 자료의 음식코드 별 섭취 빈도를 조사하여

최빈 음식을 추출하고 그 중에서 한식이 차지하는 비율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섭취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20가

지, 상위 50가지, 상위 100가지를 추출했을 때, 남녀 모두 최

빈 음식의 80% 이상이 한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하루 섭취 음

식 중 가장 많은 섭취 빈도를 보인 상위 3개 항목은 남녀

모두 배추김치, 쌀밥, 잡곡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3개 항

목은 모두 한식으로 분류된 음식으로, 연령 그룹에 따라 이

3개 항목 간 섭취 빈도 순위의 변동은 있었으나 전 연령대에

서 모두 섭취 빈도 순위 상위 3위 음식에 해당하였다. 그 다

음으로는 김구이, 된장국, 된장찌개와 같은 국과 반찬에 해

당하는 음식의 섭취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주된 식생활 양식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국과 반찬으로 이

루어진 상차림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1998,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세 이상 대상자의 식품섭취량 조

사를 바탕으로 식사형태를 분석했을 때 남녀 모두 밥과 김

치와 국 또는 찌개가 포함된 식사형태가 주를 이루었다는 연

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Choi & Moon 2007), 이

처럼 주식인 밥과 국 혹은 찌개 및 반찬으로 구성된 식사가

주를 이루었다는 연구 결과는 2007-2008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도 부합하였다(Kim 등 2010).

3) 한식 섭취 수준에 따른 식품군 균형도

하루 식사 중 한식의 섭취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식사구

성안의 구성 식품군의 섭취 양상은 식품군에 따라 다른 양

상을 보였다<Figure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섭취

열량을 보정하여 각 식품군 별 식사구성안 준수도의 보정평

균을 산출하였을 때, 한식의 섭취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남

녀 모두 전체적으로 곡류(p<0.001), 고기·생선·계란·콩

류(p<0.001), 채소류(p<0.001), 과일류(p<0.001)의 식사구성

안 준수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반대로 우유·유제품

류(p<0.001), 유지·당류(p<0.001)의 식사구성안 준수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한식 섭취 수준에 따른 각

식품군의 섭취 특성은 곡류인 밥을 주식으로 하고 다양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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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군으로 구성된 반찬을 섭취하는 식사 형태이며, 튀기거나

볶는 조리법 보다는 끓이기, 삶기, 찌기, 데치기 등의 습열

조리법이 발달한(Chung 등 2013; Kim 등 2010) 한식의 특

징으로 일부 설명된다. 특히, 한식 섭취 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 우유·유제품류의 섭취가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

리나라의 식문화사에 있어서도 우유가 널리 이용된 것은 그

리 오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유는 정규 식사 보다는 간

식으로 인식되어 섭취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Lee 1990; Jung 등 2012).

최근 만성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열량 섭취는 제

한하고, 과도한 지방의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소의 섭취를

장려하는 식생활을 권장하고 있으며(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02),

실제로 한국 성인 남녀 35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

집단의 채소 섭취량의 50분위 이상 섭취군의 혈청 콜레스테

롤 수준이 50분위 미만 채소 섭취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Choi & Bae 2007). 따라서 한식의 섭취가

높은 식생활의 특성은 만성질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의 특성

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김치, 장아찌 등과 같은 염

장채소의 섭취량과 나트륨 섭취량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Table 2> Han-sik us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dietary factors of study population from 4th (2007-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NHANES)1)

Male Female

n Mean±SE P2),3) n Mean±SE P2),3)

All 9,695 79.9±0.3 12,418 80.2±0.2

Demographic factors

Age (years)

1-5 862 74.1±0.6d <0.001 746 73.5±0.7de <0.001

6-11 1,192 75.2±0.6d 1,116 75.3±0.6d

12-18 1,049 71.5±0.7e 961 70.7±0.7e

19-29 833 73.1±0.8de,*4) 1,207 70.8±0.7e

30-49 2,531 81.2±0.3c 3,855 81.3±0.3c

50-64 1,698 88.2±0.3b 2,272 87.7±0.3b

65+ 1,530 89.8±0.4a,*** 2,261 91.3±0.3a

Region

Urban areas 7,242 79.3±0.3 <0.001 9,377 79.3±0.3 <0.001

Rural areas 2,453 82.8±0.5*** 3,041 84.6±0.6

Household income

Q1 (lowest) 1,627 83.0±0.6a,** <0.001 2,386 85.1±0.6a <0.001

Q2 2,358 80.3±0.5b 3,039 80.3±0.4b

Q3 2,762 79.4±0.4b 3,391 79.6±0.4bc

Q4 (highest) 2,729 78.7±0.4b 3,261 78.2±0.4c

Dietary factors5)

Weekdays/Weekend

Weekdays 7,605 80.5±0.3 <0.001 9,900 80.8±0.2 <0.001

Weekend 2,082 77.8±0.5 2,513 78.6±0.4

Meals

Breakfast 8,040 88.0±0.4a <0.001 10,269 88.4±0.4a <0.001

Lunch 9,167 83.1±0.4c 11,512 82.8±0.3c

Dinner 9,326 86.7±0.3b 11,574 86.6±0.3b

Snack 8,244 40.0±0.6d,*** 10,418 46.8±0.5d

Meal place

Home 9,227 81.2±0.3a <0.001 12,046 80.8±0.3a <0.001

School 1,824 76.4±1.1b,** 1,704 80.7±0.9a

Company 2,455 52.1±1.1c,*** 2,008 60.8±0.9c

Restaurant 3,035 81.9±0.6a,*** 2,693 77.0±0.7b

Others 1,961 39.9±1.2d,*** 2,226 45.7±1.2d

1)Han-sik use (%) was defined as the percentage of Han-sik items from all of the consumed dish items individually.
2)p from t-test 
3)p from ANOVA with Tukey-Kramer grouping
4)Mean valu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females by t-test (*p<0.05, **p<0.01, ***p<0.001).
5)The mean Han-sik use was adjusted for age, region, and household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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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age of Han-sik in the most frequently consumed dish items from 4th (2007-2009)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KNHANES)

Male Female

Top 20 Top 50 Top 100 Top 20 Top 50 Top 100

n (%) p1) n (%) p1) n (%) p1) n (%) p1) n (%) p1) n (%) p1)

17 (85.0) 42 (84.0) 83 (83.0) 18 (90.0) 42 (84.0) 83 (83.0)

Age (years)

1-5 16 (80.0) 0.2449 37 (74.0) 0.0019 71 (71.0) <0.001 17 (85.0) 0.6499 36 (72.0) <0.001 72 (72.0) <0.001

6-11 16 (80.0) 38 (76.0) 70 (70.0) 16 (80.0) 40 (80.0) 70 (70.0)

12-18 15 (75.0) 35 (70.0) 63 (63.0) 14 (70.0) 32 (64.0) 65 (65.0)

19-29 14 (70.0) 35 (70.0) 69 (69.0) 15 (75.0) 38 (76.0) 70 (70.0)

30-49 16 (80.0) 44 (88.0) 83 (83.0) 17 (85.0) 44 (88.0) 86 (86.0)

50-64 19 (95.0) 46 (92.0) 92 (92.0) 18 (90.0) 48 (96.0) 93 (93.0)

65+ 19 (95.0) 47 (94.0) 94 (94.0) 18 (90.0) 47 (94.0) 95 (95.0)

1)p from chi-square test

<Figure 1> Adherence score for each food group in the Korean Food Guidance System (KFGS) across the quartiles of Han-sik use by sex.

Adherence score was calculated as the percentage of the number of servings consumed by each of food groups from recom-

mended servings by age and sex groups. The mean adherence score was adjusted for age, region, household income, and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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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on 등 2009), 한식 섭취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낮은 섭취

율을 보였던 우유 섭취가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Kwon 등 2010; Lee & Joung 2012)가 보고되고

있어 향후 한식 섭취와 질병관련 요인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의 한식 섭취 수준과 그에 따른 식생활

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반인과 전문가에게

실시한 한식 인식도 조사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가 포커스 그룹의 검토 및 토의를 거쳐 한식 여부를 결정,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부터 현재 한

국인의 한식 섭취 수준을 분석하였다. 제4기(2007-2009) 국

민건강영양조사에 나타난 총 1,590종의 음식 중 부재료의 차

이로 인한 유사 음식들을 통합하여 1,322종의 음식에 대해

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실시한 결과 이 중 973종(73.6%)이

한식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참여한 22,113명의 식품섭취자료로부터 계산한 한국

인의 한식 섭취율은 80.1%였다. 한식 섭취율은 남녀 모두 연

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65세 이상의 한식 섭취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읍면 지역에 거주할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식 섭취율이 높았다. 식이섭취 요인에 따라 살펴

보았을 때, 주말 보다는 주중에서, 끼니 구분에 따라서는 아

침 식사에서 한식 섭취율이 높았다. 하루 섭취 음식 중 가장

높은 섭취 빈도를 보인 한식은 배추김치, 쌀밥, 잡곡밥인 것

으로 나타났는데, 섭취 빈도가 높은 상위 20가지, 50가지,

100가지 음식중에서 한식이 80.0% 이상을 차지하였다. 한식

섭취 수준에 따른 식품군 균형도를 살펴보기 위해 식사구성

안 준수도를 분석하였을 때, 곡류, 고기·생선·계란·콩

류, 채소류, 과일류는 한식 섭취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준수

도가 증가한 반면(p<0.001), 우유·유제품류, 유지·당류는

감소하였으며(p<0.001),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비슷한 양

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현재 한국인의 하루

섭취 음식 중 대부분이 한식에 해당하였으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외식 및 간식 섭취 등 식생활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한식을 정의하는데 있어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한식 섭취

수준에 따른 식생활 특성 및 질병 관련 요인에 관한 후속 연

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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