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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hropometric data, serum profiles, nutrient intakes and diet 

quality of men in their 30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a married group and an unmarried group. For the 

study, we obtained data for analysis from the combined 2008∼201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Mean height and weight of study population were 173.5 cm, and 74.0 kg 

in the married group and 173.1 cm, and 73.6 kg in the unmarried group, respectively. Systolic blood pressure 

in the unmarried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married group (P＜0.001), while circulating 

vitamin D levels in the married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unmarried group (P

＜0.001). The proportion of obesity in the two groups was 42.41% and 38.40%, respectively. In the un-

married group, prevalence of depres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those of the married group. Intakes 

of energy, water, protein, fat, carbohydrate and calcium in the married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unmarried group. In both groups, water and fiber intakes were low and sodium intakes were ex-

tremely high based on the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The mean adequacy ratio (MAR) 

of the married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unmarried group. The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in 

the married group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the unmarried group. Therefore, we propose development of 

dietary guidelines and education programs for improvement of food and nutrient intakes, nutrition balance and 

dietary quality of unmarried men in their 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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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결혼이란 두 남녀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결합

을 뜻하며 인생 제2의 탄생으로써 현재까지 자신이 

소속되어 있던 생식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배우자

와 함께 새로운 소사회를 형성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획득하게 되나, 현재는 더불어 이루

어지는 집단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보다 개인을 먼

저 고려하는 세태로 결혼 및 가정에 대한 의무와 책

임을 지기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경

제 불황에 따라 직장의 불안정성 등에 의해 결혼 회

피로 만혼과 비혼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Chang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에 의하면 30대 남성의 비혼율은 2008년 15.3%

에서 2011년 22.6%, 2015년 29.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Song(1988)의 연구에서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

유로 남성 29.5%, 여성 62.0%가 생활능력이 있고 특

별히 불편한 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Kim 등(2003)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독신의 동

기로 응답자의 81.4%가 자율적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하여 결혼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가 가

족부양의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ang(2005)의 연구에 따르

면 75.5%의 미혼남녀가 독신의 이유로 구속받는 것

이 싫어서라고 응답하여 비혼의 주된 이유가 자신

의 자율적인 삶을 원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혼하지 않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결혼관 또는 결혼 

지연에 따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연구(Kim 2009; 

Kang 2010; Jung 2012)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미혼

자의 증가가 저출산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Ko 2011). 

30대, 40대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Kong 등 2016)에서 대상자들이 운동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남성 근로자(20∼50대 남성 대상, 30

대 46.1%)들은 좋지 않은 식습관과 육체적, 정신적

으로 가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낮은 영양지식, 

건강관리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높다고 보

고된 바 있다(Choi 등 2003). 또한 2009년 국민건강

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에 의

하면 19∼39세 남성의 당뇨병, 고혈압 및 비만 유병

률이 증가 추세에 있고, Kim & Yoon(2002)의 연구

에서도 우리나라의 20∼30대의 남성이 좋지 않은 생

활습관 행태에 의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30대는 경제활동의 주 

연령층으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잦은 음주와 흡

연, 불규칙한 식생활, 운동 부족 등이 문제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Jang & Choi 2007), 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남성의 경우 

건강관리 소홀로 인해 76.8%가 영양불량 상태인 것

으로 나타나(Cha 2012) 젊은 연령층의 남성에 대한 

영양 및 건강 향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혼율이 증가하고 영양 

및 건강 소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30∼39세에 해당하는 남성을 대상

으로 결혼군과 비결혼군으로 분류하여 신체계측, 혈

액성상, 건강 상태, 식품섭취빈도, 영양소 섭취량 및 

식사의 질 등에 대한 비교 및 고찰을 통해 결혼 여

부가 이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자 분류 및 일반사항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12월

까지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검진자료, 식품섭취빈도 

및 영양소 섭취량 등 자료가 일치하는 30∼39세 남

성으로 선정하였다. 조사항목별 대상자수는 원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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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결손치를 반영하였으며, 결혼 여부(질문: 결혼 

여부, 응답: 기혼, 미혼, 무응답)에 따라 결혼군(married 

group)과 비결혼군(unmarried group) 두 군으로 분류

하였다. 일반사항은 대상자의 거주형태, 소득 분위, 교

육수준, 직업분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신체계측, 혈액성상 및 운동강도

연구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이동검진센터에서 검

진 당일 실시된 검진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및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 항목을 연구에 사용하

였으며, BMI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저체중군

(18.5 kg/m
2
 미만), 정상체중군(18.5∼24.9 kg/m

2
), 비

만군(25 kg/m
2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혈액성상 항목

은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HDL-콜레스

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holes-

terol), LDL-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

terol, LDL-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TG), 

GOT(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PT(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비타민 D, alkaline phosphatase 

(ALP) 등이었다. 운동강도는 1주일당 강한 강도의 

운동, 중간 강도의 운동 및 걷기 운동 횟수를 조사

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질병 유병률

연구 대상자의 질병 유병률은 고혈압, 뇌졸중, 심

근경색증, 우울증, 당뇨병으로 분류하여 현재 ‘질병

있음’, ‘없음’, ‘지금까지 앓은 적 없음’의 문항으로 

조사한 현재 유병률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4. 식품섭취빈도 및 영양소 섭취량

식품섭취빈도는 상용식품 조사 결과를 탄수화물

식품, 단백질식품, 채소류, 과일류, 음료, 주류 섭취

빈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영양소 섭취량 조사 

항목은 에너지, 수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

섬유, 무기질,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섭취량이었다. 각 영양소 섭취량은 2010 한국인영

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서 

제시한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을 조사하였다.

5. 식사의 질 평가

영양소 적정섭취비율(nutrient adequacy ratio, NAR)

은 특정 영양소 섭취량을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

취량과 비교한 비율로 영양소섭취의 적정도를 평가

하기 위해 대상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9가지 영양소

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에 대한 NAR을 구

하였다. 각 영양소 NAR의 평균을 구한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mean adequacy ratio, MAR)을 통해 식

사 전반의 질을 평가하였고(Lee 등 2012), 영양소 질

적지수(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는 개인의 음

식과 식사의 적절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사 1,000 

kcal에 함유된 영양소 함량을 1,000 kcal당 그 영양소 

권장섭취량에 대한 비율로 구하였다(Seo 등 2014). 

NAR =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특정 영양소 권장섭취량

MAR = ∑NAR(9개 영양소 NAR값의 합) / 9

INQ =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사내 특정 영양소 함량

1,000 kcal에 해당하는 특정 영양소 권장섭취량

6. 통계

본 연구의 자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원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신체 계측치와 생화학검사, 골밀

도, 식품섭취빈도, 영양소 섭취량 등은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하였고, 

두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범주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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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luables Married (n=2,995) Unmarried (n=937) P-value
1)

Type of residence General 1,070 (34.36)
2)

623 (62.68) <0.001

Apartment 2,044 (65.64) 371 (37.32)

Income Low 712 (22.98) 299 (30.51) <0.001

Middle 1,639 (52.89) 408 (41.63)

High 748 (24.13) 273 (27.86)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68 ( 2.50) 34 ( 4.04) <0.001

High school 939 (34.55) 298 (35.43)

University 1,711 (62.95) 509 (60.53)

Job type Managers, professionals etc. 721 (26.96) 193 (23.00) <0.001

Office worker 638 (23.86) 132 (15.73)

Service and sales people 397 (14.85) 122 (14.54)

Agriculture, forestry etc. 36 ( 1.35) 18 ( 2.15)

Function source, device, etc. 702 (26.25) 167 (19.90)

Simple laborer 96 ( 3.59) 48 ( 5.72)

Housewife, student, etc. 84 ( 3.14) 159 (18.95)
1) 

By ANOVA test
2) 

N(%)

Table 1. Trend of marriage rate and unmarriage rate of 30' 
men by years.           (%)

Year Married group Unmarried group

2008 84.7 15.3

2009 79.4 20.6

2010 79.0 21.0

2011 77.4 22.6

2012 73.2 26.8

2013 75.7 24.3

2014 74.7 25.3

2015 70.4 29.6

비교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α=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수행하였다.

결 과

1. 결혼율 변화

2008년부터 2015년에 걸쳐 30대 남성의 결혼율 

및 비결혼율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30대 

남성의 결혼율은 2008년 84.7%, 2010년 79.0%, 2012

년 73.2%, 2015년 70.4%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비결혼율은 2008년 15.3%, 2011년 22.6%, 2015년 

29.6%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 일반사항

연구 대상자의 거주형태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거

주로 분류하였으며 결혼군은 아파트 거주가 65.64%, 

비결혼군은 비아파트 거주가 62.68%로 결혼군의 아

파트 거주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소득 

분위는 상, 중, 하로 분류하였으며 하위 소득수준이 

결혼군 22.98%, 비결혼군 30.51%였으며 중간 소득수

준은 각각 52.89%, 41.63%, 상위 소득수준은 각각 

24.13%, 27.86%였다(P＜0.001). 교육수준은 대학 이

상 졸업이 결혼군 62.95%, 비결혼군 60.53%였고 고

등학교 졸업은 각각 34.55%, 35.43%였다(P＜0.001). 

직업분류는 7가지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결혼군은 관

리자, 전문가 등 26.96%, 기능원 등 26.25%, 사무직 

23.86% 순이었고, 비결혼군은 관리자, 전문가 등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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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besity rate and blood parameters of the subjects.

Valuables Married group Unmarried group P-value
1)

Height (cm) 173.5±5.69
2)

173.1±6.11 0.0659

Weight (kg) 74.0±11.19 73.6±12.61 0.4418

Waist circumference (cm) 84.5±8.81 84.4±10.21 0.7593

BMI
3)

 (kg/m
2
) 24.5±3.26 24.5±3.74 0.9471

Under weight (BMI＜18.5) 34 ( 1.25)
4)

11 ( 1.32) 0.1180*

Normal weight (18.5≤BMI＜25) 1,537 (56.34) 504 (60.29)

Obesity (BMI≥25) 1,157 (42.41) 321 (38.40)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5.7±11.91 117.6±14.11 ＜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8.9±10.09 80.0±11.47 0.0067

Total cholesterol (mg) 191.1±34.03 190.9±34.80 0.8853

HDL-cholesterol (mg) 45.9±9.95 47.0±10.98 0.0062

LDL-cholesterol (mg) 111.9±34.04 111.6±33.67 0.8279

Triglyceride (mg) 166.4±135.05 161.7±136.67 0.3850

GOT
5)

 (U/L) 23.9±16.88 23.5±10.92 0.4683

GPT
6)

 (U/L) 30.3±32.85 29.4±20.83 0.4568

Vitamin D (μg/mL) 18.3±5.94 16.6±6.26 <0.001

Alkaline phosphatase (IU/L) 224.9±58.34 231.2±54.22 0.0526
1) 

By ANOVA test
2) 

Mean±SE
3) 

BMI: Body mass index (kg/m
2
)

4) 
N (%)

5) 
GO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6) 
GP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By chi-square test

기능원 등 19.90% 순이었다(P＜0.001, Table 2).

2. 신체계측 및 혈액성상

대상자의 신체계측과 혈액성상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결혼군과 비결혼군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 BMI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수축기혈

압은 각각 115.7±11.91 mmHg, 117.6±14.11 mmHg(P＜ 

0.001), 이완기혈압은 각각 78.9±10.09 mmHg, 80.0± 

11.47 mmHg(P＜0.01)로 비결혼군의 혈압이 유의적으

로 더 높았다. BMI를 이용하여 저체중군, 정상체중

군 및 비만군으로 분류한 결과 정상체중군은 두 군 

각각 56.34%, 60.29%, 비만군은 각각 42.41%, 38.40%

로 결혼군의 비만율이 더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두 군 간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

성지방, GOT, GPT 및 alkaline phosphatase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HDL-콜레스테롤은 결혼군 45.9± 

9.95 mg, 비결혼군 47.0±10.98 mg으로 비결혼군의 

혈중 농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1).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각각 18.3±5.94 μg/mL, 16.6±6.26 μg/ 

mL로 두 군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3. 질병 유병률 및 운동강도

대상자의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울증 및 

당뇨병 등 질병의 현재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현재 유병률(응답 ‘have’)은 두 군 

각각 고혈압 2.69%, 3.31%, 뇌졸중 0.07%, 0.12%, 심

근경색증 0.30%, 0.12%, 당뇨병 0.71%, 0.98%로 심

근경색증을 제외하고 비결혼군의 유병률이 더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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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valence of various disease of the subjects.

Valuables Married group (n=2,674) Unmarried group (n=816) P-value
1)

Hypertension (Have) 72 ( 2.69)
2)

27 ( 3.31) 0.3596

Hypertension (Do not have) 40 ( 1.50) 8 ( 0.98)

Hypertension (Non-applicable) 2,562 (95.81) 781 (95.71)

Stroke (Have) 2 ( 0.07) 1 ( 0.12) 0.6254

Stroke (Do not have) 3 ( 0.11) 2 ( 0.25)

Stroke (Non-applicable) 2,669 (99.81) 813 (99.63)

Myocardial Infarction (Have) 8 ( 0.30) 1 ( 0.12) 0.5785

Myocardial Infarction (Do not have) 6 ( 0.23) 1 ( 0.12)

Myocardial Infarction (Non-applicable) 2,615 (99.47) 803 (99.75)

Depression (Have) 9 ( 0.34) 13 ( 1.59) ＜0.001

Depression (Do not have) 48 ( 1.80) 35 ( 4.29)

Depression (Non-applicable) 2,617 (97.87) 768 (94.12)

Diabetes (Have) 19 ( 0.71) 8 ( 0.98) 0.7388

Diabetes (Do not have) 6 ( 0.22) 2 ( 0.25)

Diabetes (Non-applicable) 2,649 (99.07) 806 (98.77)
1)

 By chi-square test 
2)

 N (%)

Table 5. Physical activities of the subjects.

Valuables Married group (n=2,659) Unmarried group (n=815) P-value
1)

Intense exercise (No/Week) 1,207 (45.39)
2)

330 (40.49) 0.0205

Intense exercise (1∼2 Days/Week) 665 (25.01) 206 (25.28)

Intense exercise (3∼7 Days/Week) 787 (29.60) 279 (34.23)

Middle exercise (No/Week) 1,125 (42.31) 341 (41.84) 0.6143

Middle exercise (1∼2 Days/Week) 617 (23.20) 179 (21.96)

Middle exercise (3∼7 Days/Week) 917 (34.49) 295 (36.20)

Walking exercise (No/Week) 395 (15.04) 101 (12.61) 0.0226

Walking exercise (1∼2 Days/Week) 564 (21.47) 149 (18.60)

Walking exercise (3∼7 Days/Week) 1,668 (63.49) 551 (68.79)
1)

 By chi-square test
2)

 N (%)

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우울증의 현재 유병률

은 두 군 각각 0.34%, 1.59%(P＜0.001)로 비결혼군이 

우울증에 더 노출되어 있었다. 일주일 동안 강도에 

따른 운동 횟수를 조사한 결과(Table 5) 강한 강도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비율이 각각 45.39%, 40.49%

였고, ‘일주일에 3∼7회한다’는 비율은 각각 29.60%, 

34.23%로 비결혼군이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였고(P

＜0.05), 중간 강도의 운동 횟수에서는 유의적 차이

가 없었다.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7회한다’가 결

혼군 63.49%, 비결혼군 68.79%로 비결혼군이 걷기 

운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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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requency of intake of food sources for carbohy-
drate and protein of the subjects.

Variables Married group
Unmarried 

group
P-value

1)

Rice 6.48±2.532
2)

5.93±2.589 <0.001

Barley 5.72±2.651 5.43±2.830 0.0102

Chinese noodles 3.79±1.222 3.85±1.303 0.2142

Noodle 2.67±1.274 2.48±1.295 0.0050

Bread 2.71±1.548 2.37±1.707 <0.001

Rice cake 1.89±1.266 1.62±1.213 <0.001

Confectionery 2.62±1.713 2.32±1.693 <0.001

Potato 3.23±1.421 2.93±1.483 <0.001

Sweet potato 2.07±1.320 1.85±1.344 <0.001

Bean curd 3.87±1.511 3.44±1.542 <0.001

Bean 3.12±2.267 2.94±2.358 0.0624

Bean milk 1.74±1.689 1.95±1.820 0.0043

Beef 2.90±1.372 2.61±1.410 <0.001

Chicken 2.86±1.274 2.59±1.366 <0.001

Pork 3.55±1.257 3.28±1.319 <0.001

Ham 2.65±1.579 2.45±1.606 0.0031

Egg 4.39±1.351 4.11±1.511 <0.001

Milk 4.26±2.241 3.94±2.287 0.0090

Yogurt 2.75±1.944 2.64±2.023 0.1858

Icecream 2.84±1.482 2.74±1.520 0.1194

Hamburger 1.48±1.203 1.58±1.253 0.0620

Pizza 1.59±1.020 1.45±1.063 0.0027

Fried food 2.78±1.387 2.79±1.599 0.8614

Mackerel 2.81±1.280 2.53±1.366 <0.001

Tuna 2.61±1.471 2.62±1.587 0.9759

Yellow corbina 2.19±1.328 1.92±1.344 <0.001

Pollack 2.31±1.326 2.07±1.449 0.0028

Anchovy 3.65±1.660 3.31±1.704 <0.001

Fishes paste 3.01±1.359 2.76±1.454 <0.001

Squid 2.73±1.416 2.56±1.440 0.0053

Clam 2.48±1.460 2.11±1.461 <0.001

Salted fish guts 1.77±1.493 1.59±1.403 0.0030
1)

 By ANOVA test
2)

 Mean±SE

Table 7. Frequency of vegetables, fruits, beverage and alco-
hol intakes of the subjects.

Variables Married group Unmarried group P-value
1)

Seaweed 2.67±1.447
2)

2.38±1.410 <0.001

Laver 4.19±1.510 3.82±1.531 <0.001

Radish 4.60±2.149 4.18±2.226 <0.001

Chinese cabbage 7.28±1.590 7.00±1.660 <0.001

Chinese-radish dried 3.61±1.758 3.40±1.918 0.0424

Bean sprouts 3.79±1.238 3.60±1.368 0.0060

Spinach 2.99±1.400 2.73±1.457 <0.001

Cucumber 3.29±1.357 3.13±1.397 0.0035

Pepper 3.80±1.426 3.59±1.553 0.0060

Carrot 2.61±1.823 2.37±1.939 0.0274

Pumpkin 2.81±1.466 2.46±1.464 <0.001

Cabbage 2.50±1.460 2.33±1.541 0.0078

Tomato 2.64±1.566 2.47±1.617 0.0091

Mushroom 3.29±1.515 2.93±1.551 <0.001

Tangerine 3.33±1.350 3.07±1.513 <0.001

Persimmon 1.78±1.293 1.54±1.260 <0.001

Apple 3.34±1.640 2.91±1.720 <0.001

Pear 2.03±1.280 1.72±1.258 <0.001

Watermelon 2.43±1.289 2.01±1.274 <0.001

Oriental melon 1.99±1.175 1.73±1.185 <0.001

Strawberry 2.26±1.204 1.81±1.204 <0.001

Grape 2.30±1.310 1.91±1.288 <0.001

Peach 1.78±1.208 1.52±1.143 <0.001

Banana 2.97±1.609 2.61±1.606 <0.001

Orange 2.71±1.730 2.38±1.697 <0.001

Soda 3.06±1.835 3.11±1.979 0.5110

Coffee 6.99±2.476 6.50±2.780 <0.001

Green tea 2.81±2.520 2.71±2.506 0.3611

Beer 3.03±1.822 2.92±1.821 0.1514

Soju 2.98±1.910 2.72±1.805 0.0011

Raw rice wine 1.14±1.218 1.17±1.189 0.6297
1)

 By ANOVA test
2)

 Mean±SE

4. 식품섭취빈도

탄수화물식품 및 단백질식품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 문항

은 9가지(0: 거의 안 먹음, 1: 1년 6∼11회, 2: 1월 1회, 

3: 1월 2∼3회, 4: 1주 1회, 5: 1주 2∼3회, 6: 1주 4

∼6회, 7: 1일 1회, 8: 1일 2회, 9: 1일 3회)로 숫자가 

클수록 섭취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쌀(P＜0.001), 보리

(P＜0.05), 국수(P＜0.01), 빵(P＜0.001), 떡(P＜0.001),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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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s of nutrient intakes and %KDRI between the groups.

Variables Married group (n=2,995) %RNI
1)

Unmarried group (n=937) %RNI P-value
2)

Intake (g) 1,979.4±1,044.01
3)

1,800.3±1,053.38 <0.001

Energy (kcal) 2,641.6±1,057.84 110.1
4)

2,450.9±1,126.45 102.1
4)

<0.001

Water (mL) 1,388.8±891.87 55.6
5)

1,253.9±890.69 50.2
5)

0.0030

Protein (g) 97.4±49.87 177.1 90.0±56.71 163.6 0.0050

Fat (g) 63.5±41.09 61.1±46.82 0.1626

Carbohydrate (g) 372.6±136.21 347.0±139.40 <0.001

Fiber (g) 13.6±11.86 54.4
5)

13.9±12.38 55.6
5)

0.5781

Ash (g) 26.0±12.05 23.5±11.85 <0.001

Calcium (mg) 603.7±326.77 80.5 544.9±311.75 72.7 <0.001

Phosphorus (mg) 1,472.5±615.31 210.4 1,342.5±649.93 191.8 0.0016

Iron (mg) 18.8±12.27 188.0 17.1±11.93 171.0 <0.001

Sodium (mg) 6,308.6±3,451.39 420.6
5)

5,526.0±3,245.51 368.4
5)

<0.001

Potassium (mg) 3,724.6±1,601.92 106.4
5)

3,384.7±1,722.08 96.7
5)

0.0268

Vitamin A (μgRE) 1,035.2±1,430.85 138.0 901.5±1,490.89 120.2 0.0218

Carotene (μg) 5,063.3±7,236.54 4,342.2±8,406.48 0.6190

Retinol (μg) 178.9±733.53 164.7±466.05 0.1304

Thiamine (mg) 2.01±1.17 167.5 1.93±1.26 160.8 0.0019

Riboflavin (mg) 1.70±0.92 113.3 1.58±0.96 105.3 <0.001

Niacin (mg) 22.5±11.96 140.6 20.6±13.25 128.8 <0.001

Vitamin C (mg) 116.4±104.28 116.4 97.0±90.73 97.0 <0.001
1)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2)

By ANOVA test
3)

Mean±SE
4)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5)

AI: Adequate intake

류(P＜0.001), 감자(P＜0.001), 고구마(P＜0.001), 두부

(P＜0.001), 두유(P＜0.01)의 섭취빈도에서 두 군 간

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두유를 제외하고는 비결혼

군이 결혼군에 비해 섭취빈도가 유의적으로 낮았으

며, 라면, 콩은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쇠고기(P＜0.001), 닭고기(P＜0.001), 돼지고기(P＜0.001), 햄

(P＜0.01), 달걀(P＜0.001), 우유(P＜0.01), 피자(P＜0.01)의 

섭취빈도는 비결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햄버거, 튀김식품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고등어(P＜0.001), 조기(P＜ 

0.001), 대구(P＜0.01), 멸치(P＜0.001), 어묵(P＜ 

0.001), 오징어(P＜0.01), 대합조개(P＜0.001) 및 젓갈

(P＜0.01)의 섭취빈도는 비결혼군이 유의적으로 더 

낮았으며 참치의 섭취빈도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채소류, 과일류, 음료 및 주류의 섭취빈도 조사 결과

(Table 7) 해초류(P＜0.001), 김(P＜0.001), 무(P＜0.001), 

배추(P＜0.001), 무말랭이(P＜0.05), 콩나물(P＜0.01), 

시금치(P＜0.001), 오이(P＜0.01), 고추(P＜0.01), 당근

(P＜0.05), 호박(P＜0.001), 양배추(P＜0.01), 토마토(P＜ 

0.01), 버섯(P＜0.001)의 섭취빈도는 비결혼군이 결혼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았으며, 과일류에서는 귤

(P＜0.001), 감(P＜0.001), 사과(P＜0.001), 배(P＜0.001), 

수박(P＜0.001), 참외(P＜0.001), 딸기(P＜0.001), 포도

(P＜0.001), 복숭아(P＜0.001), 바나나(P＜0.001), 오렌

지(P＜0.001)의 섭취빈도에서도 비결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커피의 섭취빈도는 비

결혼군이 유의적으로 더 낮았고(P＜0.001), 탄산음료

와 녹차의 섭취빈도에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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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s of NAR (nutrient adequacy ratio) and 
MAR (mean adequacy ratio) between the groups.

Variables Married group Unmarried group P-value
1)

NAR

Protein 0.971±0.0971
2)

0.936±0.1461 <0.001

Calcium 0.711±0.2440 0.652±0.2613 <0.001

Phosphorus 0.990±0.0585 0.973±0.0990 <0.001

Iron 0.962±0.1101 0.931±0.1589 <0.001

Vitamin A 0.807±0.2549 0.743±0.2881 <0.001

Thiamine 0.943±0.1353 0.909±0.1734 <0.001

Riboflavin 0.854±0.2061 0.801±0.2446 <0.001

Niacin 0.924±0.1487 0.871±0.1963 <0.001

Vitamin C 0.757±0.2816 0.675±0.3054 <0.001

MAR 0.880±0.1250 0.832±0.1569 <0.001
1)

 By ANOVA test
2)

 Mean±SE

Table 10. Comparisons of INQ (index nutrient quality) between 
the groups.

Variables Married group Unmarried group P-value
1)

Protein 1.772±0.9068
2)

1.636±1.0311 0.0050

Calcium 0.805±0.4357 0.727±0.4157 <0.001

Phosphorus 2.104±0.8790 1.918±0.9285 <0.001

Iron 1.876±1.2268 1.715±1.1927 0.0016

Vitamin A 1.380±1.9078 1.202±1.9878 0.0268

Thiamine 1.671±0.9752 1.609±1.0470 0.1304

Riboflavin 1.133±0.6110 1.053±0.6425 0.0019

Niacin 1.409±0.7478 1.285±0.8281 <0.001

Vitamin C 1.164±1.0428 0.970±0.9073 <0.001
1)

 By ANOVA test
2)

 Mean±SE

소주의 섭취빈도는 비결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았고(P＜0.05), 맥주와 막걸리는 유의적 차

이가 없었다.

5. 영양소 섭취량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Table 8) 식품 섭취량

은 결혼군 1,979.4±1,044.01 g, 비결혼군 1,800.3±1,053.38 

g으로 유의적으로 결혼군에 비해 비결혼군의 섭취량

이 적었으며(P＜0.001), 에너지는 각각 2,641.6±1,057.84 

kcal, 2,450.9±1,126.45 kcal(P＜0.001), 수분은 각각 

1,388.8±891.87 mL, 1,253.9±890.69 mL(P＜0.01), 단

백질 각각 97.4±49.87 g, 90.0±56.71 g(P＜0.01), 탄수

화물 각각 372.6±136.21 g, 347.0±139.40 g(P＜0.001)으

로 결혼군에 비해 비결혼군이 유의적으로 섭취량이 

적었다. 지방은 각각 63.5±41.09 g, 61.1±46.82 g이었

고,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각각 13.6±11.86 g, 13.9± 

12.38 g으로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두 

군 간의 영양소 섭취량에서 무기질(P＜0.001), 칼슘(P＜ 

0.001), 인(P＜0.01), 철(P＜0.001), 나트륨(P＜0.001), 칼

륨(P＜0.05), 비타민 A(P＜0.05), 티아민(P＜0.01), 리보

플라빈(P＜0.001), 니아신(P＜0.001), 비타민 C(P＜0.001)

도 결혼군에 비해 비결혼군이 유의적으로 섭취량이 적

었다. 한국인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서 제시한 각 영양소의 필요추정량, 권장섭

취량 및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을 조사하였다. 

에너지는 두 군 각각 110.1%, 102.1%로 적절하였으

나, 수분은 각각 55.6%, 50.2%로 섭취율이 두 군 모

두 매우 낮았다. 단백질은 결혼군 177.1%, 비결혼군 

163.6%로 서구화된 식사형태의 영향에 의해 과량 

섭취하고 있었으며, 식이섬유는 각각 54.4%, 55.6%

로 두 군 모두 섭취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칼

슘은 결혼군 80.5%, 비결혼군 72.7%로 두 군 모두 

섭취율이 낮았고, 인은 각각 210.4%, 191.8%로 두 

군 모두 섭취율이 매우 높았다. 철은 각각 188.0%, 

171.0%로 두 군 모두 높았고, 칼륨은 106.4%, 96.7%

로 비결혼군이 조금 더 낮았다. 비타민 A는 각각 

138.0%, 120.2%로 두 군 모두 섭취율이 높았으며, 

티아민은 두 군 각각 167.5%, 160.8%, 리보플라빈은 

각각 113.3%, 105.3%, 니아신은 각각 140.6%, 128.8%, 

비타민 C는 각각 116.4%, 97.0%였다.

6. 식사의 질 평가

영양소 적정섭취비율(NAR) 및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율(MAR)을 살펴본 결과(Table 9) 단백질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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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0.971, 0.936으로 유의적 차이가 있었고(P＜0.001), 

칼슘(P＜0.001), 인(P＜0.001), 철(P＜0.001), 비타민 A 

(P＜0.001), 티아민(P＜0.001), 리보플라빈(P＜0.001), 

니아신(P＜0.001) 및 비타민 C(P＜0.001) 모두 비결

혼군의 영양소별 NAR이 결혼군보다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영양소별 NAR이 0.8 이하인 영양소는 결혼

군의 경우 칼슘 및 비타민 C 등 2가지였고, 비결혼

군은 칼슘, 비타민 A 및 비타민 C 등 3가지였다. 영

양소별 NAR의 평균치인 MAR은 각각 0.880, 0.832

로 두 군 모두 0.8 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비결혼군

이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P＜0.001). 영양소 질적지

수(INQ)를 조사한 결과(Table 10) 단백질(P＜0.01), 칼

슘(P＜0.001), 인(P＜0.001), 철(P＜0.01), 비타민 A(P＜ 

0.01), 리보플라빈(P＜0.01), 니아신(P＜0.001), 비타민 

C(P＜0.001)에서 비결혼군의 INQ가 결혼군보다 유의

적으로 낮았으며 티아민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고 찰

연구 대상자의 나이는 30∼39세 남성으로 결혼군

과 비결혼군의 두 군으로 분류하여 신체계측, 혈액

성상, 질병 유무, 식품섭취빈도, 영양소 섭취량 및 식

사의 질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0 한국인영

양섭취기준에 의한 해당 연령의 신장, 체중, BMI는 

각각 172.0 cm, 66.6 kg, 22.5 kg/cm
2
로 본 연구대상

의 신장, 체중, BMI가 모두 높았으며, 30대 근로자 

영양상태 연구(Choi 2007)의 신장 174.07 cm, 체중 

72.69 kg, BMI 23.95 kg/cm
2
, 허리둘레 83.65 cm와 

비교할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수치가 더 높았다. 

Janssen 등(2004)의 연구에서 허리둘레는 비만과 관

련된 동반질환의 예측인자라고 하였고, 허리둘레의 

변화는 체질량지수의 변화보다 제2형 당뇨병의 중

요한 예측인자(Luo 등 2013)이며, 이상지질혈증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Gröber-Grätz 등 

2013).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복부비만의 기준인 허

리둘레를 남성 90 cm, 여성 85 cm로 정하였는데(Lee 

등 2006), 본 연구 대상자의 허리둘레는 각각 84.5 

cm, 84.4 cm로 두 군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BMI 기준 비만율은 각각 42.41%, 

38.40%였으며 비결혼군의 비만율이 더 낮았다. 이는 

30∼40대 남성 대상 연구(Oh 등 2013)에서 비만율이 

36.4% 및 30대 남성 연구(Ryu 2006)의 31.8%보다 본 

연구의 두 군 모두 비만율이 더 높아 식생활 및 운

동 실천율 증가를 통해 체중 조절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의 국

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결과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30%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이 결과는 최근 2013∼2014년 

미국의 성인비만 유병률이 37.9%(Flegal 등 2016)와 

유사한 수치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율 감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율 개선을 위해 두 군 모두 

식생활 및 생활습관 개선의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30대 근로자 대상 연구(Choi 2007)에서 수축기혈

압 및 총콜레스테롤은 각각 122.04 mmHg, 199.26 

mg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수치가 더 낮았고, 간 질

환 지표인 GOT, GPT 및 alkaline phosphatase의 수치

는 모두 정상군에 속하였으며 두 군 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30대 남성 대상 연구(Ryu 2006)에서

도 혈압, BMI, TC, GOT, GPT 등 생화학적 지표가 

모두 정상에 속한다고 하였고, Kim(2005)의 연구에

서도 GOT 및 GPT 수치가 정상이라 하여 본 연구결

과와 동일하였다.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20 ng/mL 

미만은 결핍, 21∼29 ng/mL 불충분, 30 ng/mL 이상

은 충분으로 정의(Dawson-Hughes 등 2005)하였을 때 

두 군 모두 결핍상태이고, 우리나라는 비타민 D 결

핍 혹은 부족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라는 결과

(Lips 2006)와 비타민 D가 균형 및 골격계 건강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여 햇빛의 자외선을 

이용한 피부합성 또는 식품섭취를 통해 결핍상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질병 유병률은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및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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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병 유병률에서 두 군 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

나 우울증 유병률에서 비결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Koo & Park 

(2014)의 연구에서 30대의 우울증 유병률이 11.3%라 

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비율이 더 낮았으나 유병률

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은 있다. 비결

혼군의 경우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 어울

리는 시간의 부재로 환경적 요인에 의한 우울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취미 생활 등을 통해 이

를 스스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고

혈압 유병률은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26.9%로 성인

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고혈

압은 약 20∼40대의 초기 고혈압 단계에서 생활습관 

개선 등의 노력으로 혈압의 정상화가 가능하나 최

근 국민건강통계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30∼4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고혈압 관리율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어(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심근경색증 유병률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30대 근

로자 대상 연구(Choi 2007)에서 대상자의 심장질환 

유병률은 22.2%라고 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유병률이 더 낮았다. 당뇨병(제2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유병률은 낮았으나 30세 이상 성

인의 제2형 당뇨병 유병률 연구(Kim 등 2015)에서 

30대 남성은 유병률이 3.1%라 하여 본 연구 대상자

의 유병률이 더 낮았다. 제2형 당뇨병에 의해 소비되

는 총 진료비는 연간 약 1조 3천억 원(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5)이고, 사망순위는 5위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인 것으로 볼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유병률은 낮았으나 예방 차원

에서 관리의 필요성은 크다고 본다. 

규칙적인 유산소운동은 비만인의 신체구성 및 대

사질환의 위험인자들을 개선시키는데 효과적이며

(Carroll & Dudfiled 2004), 운동을 통한 체중, 총체지

방량 감소 및 제지방량 증가는 기초대사량을 증가

시키고 혈당조절능력을 개선시킨다고 하였다(Jurca 

등 2005). 그러나 운동량이 부족한 30대 이후 남성

에게 유산소운동과 저항운동을 병행한 복합운동은 

심혈관계 질환 개선, 혈중지질 조절, 에너지 대사의 

활성화, 호르몬 조절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Kim 2011; Cho 2012) 가장 활발한 사

회 및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남성의 경우 다양한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 도모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 

2007년 및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Kim 

등(2011)의 연구에서 비활동군 75.3%, 최소한의 활동

군 23.0%, 건강증진형 활동군 1.7%로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우리나라 남성의 신체활동 정

도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낮은 수준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성인의 신체활동은 충분

하지 않은 실정이므로 신체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

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가 

있으며(Kim & Lee 2012)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신

체활동 실천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고강도 

운동 비율은 비결혼군이 더 높았고 걷기 운동도 비

결혼군의 비율이 높은 것을 보았을 때 홀로 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려는 욕구에 의해 나타난 결과

로 보인다. 

각 식품의 섭취빈도는 전반적으로 비결혼군이 결

혼군에 비해 낮았으며 이는 식사를 챙겨주는 배우

자 없이 혼자 식사를 해결함에 따라 불균형적인 식

사를 하기 때문(Hong 등 2015)이라고 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를 통해 비결혼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을 위해 고루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사회적 필요성으로 도출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된다면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영양소 섭취량 결과를 보았을 때 수분, 식이섬유, 

칼슘이 두 군 공통적으로 부족하였고, 그 외의 다른 

영양소는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일부 영양소는 과잉 섭취하고 있어 균형

있는 식생활 도모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Seo 등(2016)의 연구 및 Ju 등

(2013) 연구에서도 식이섬유, 칼슘 섭취율이 낮고 단



234 | 30대 남성 결혼 여부에 따른 신체계측, 혈액성상, 영양소 섭취량 비교

백질, 나트륨 등의 섭취율이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칼슘 섭취율은 남성이 권장섭취량의 

63.5%였고(Ju 등 2013),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에서 20대, 30대 남성의 평

균 칼슘 섭취율이 각각 76.0%, 79.8%로 조사된 결과

를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남성의 칼슘 섭취율은 낮

았다. 적절한 칼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Yoon 등 2006). 한

편 단백질의 과잉 섭취로 요중 칼슘 배설을 촉진하

며 단백질 섭취량을 2배로 증가하였을 때 칼슘 배

설량이 50% 증가한다고 보고(Kerstetter & Allen 1994)

한 바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두 군 단백질 섭취가 

권장섭취량의 163.6∼177.1%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단백질 과잉 섭취 및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에 

관한 영양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인 섭취율은 매우 높았는데 칼슘과 인은 

1:1의 섭취 비율이 중요(Nieves 2005)하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의 칼슘과 인의 비율은 

두 군의 경우 1:2.61∼2.64의 비율을 보여 식생활 개

선이 필요하며, 칼슘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해 우유 

및 유제품 등의 섭취를 늘리고 인 함량이 높은 탄

산음료 및 가공식품의 섭취 감소(Bonjour 등 2009)에 

대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나트륨 섭취는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자료에 의하면 국민 1일 평균 나

트륨 섭취량은 3,890 mg으로 2012년 4,546 mg, 2013

년 4,027 mg보다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

구(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권장량 2,000 mg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

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나트륨 섭취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필요

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에 의하면 9세 이상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섭취자의 비율이 2005년 93.0%에서 2014년 80.1%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 감소

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계획 및 수행이 필요(Bae 

2016)하다고 본다. 본 연구결과 두 군 모두 나트륨 

섭취량이 높았으며, 특히 결혼군의 경우 비결혼군에 

비해 나트륨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아 가족과 함

께하는 식생활을 고려하였을 때 가족과 본인의 건

강을 위해 스스로 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철 섭취량은 두 군 모두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철 총 섭취량의 많은 부분이 흡수율이 낮은 

식물성 식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

질, 비타민 C 등 철 이용을 증가시키는 인자들을 고

려한 식사가 필요(Shim 2012)할 것으로 본다.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2)를 통한 19세 이상 성인의 비타민 A 평균섭취

량은 905.5 μgRE로 연구 대상자 중 결혼군이 비결

혼군에 비해 더 높았고, Kim 등(2016)의 연구 대상

자 섭취량이 788.4 μgRE라 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섭취율이 더 높았다. Noh 등(2010)이 연구한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성인 남녀 192명의 비타민 A 평균

섭취량은 1,240.1 μgRE라 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섭취율이 더 낮았다. 카로틴 섭취량은 결혼군이 비

결혼군에 비해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나 유의적 차

이는 없었다. 채소류 및 과일류를 통한 카로티노이

드의 섭취가 폐암, 직장암, 유방암 등 암 발생률 저

하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Larsson 등 2007)되었으며, 

특히 비타민 A 섭취의 대부분을 채소류 및 과일류

의 β-카로틴 형태로 섭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채

소류 및 과일류 식품군의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비

타민 A 섭취가 부족할 위험이 있으므로(Kim 등 

2016) 비타민 A뿐만 아니라 카로틴 섭취량이 적절

히 유지되도록 식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외의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및 비타민 C 등 

영양소 섭취량을 살펴보았을 때 두 군 모두 영양소

의 섭취율이 높아 균형있고 적정한 영양소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영양교육이 프로그램화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i 등 2007)에서 

NAR 0.8 이하 영양소가 칼슘, 비타민 A, 리보플라

빈, 비타민 C였고 MAR은 0.8 이상의 값을 보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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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연구에서 결혼군은 칼슘, 비타민 C, 비결혼

군은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였던 것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칼슘, 비타민 C 등이 다른 영양소

에 비해 질적 공급이 부족하였고, MAR이 두 군 모

두 0.8 이상인 것은 동일한 결과였다. 본 연구결과 

두 군 모두 MAR이 0.880, 0.832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대부분의 영양상태 평가에서 권장량의 3/4 수준

이 영양소 섭취 충족 여부의 판정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어 영양소 섭취 균형성 여부의 판정치로 MAR 

0.75 이상으로 하였을 때(Lee 등 2008), 대상자들의 

영양소섭취의 질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MAR은 

산업장 남성 근로자 0.86(Lee 등 2008), 중소도시 대

상자는 연령별로 0.74∼0.83(Kim & Yu 2001), 농촌지

역의 연구(Lee 등 1998)에서는 0.62∼0.68이라 하여 

다양한 결과를 보였다. 식사의 영양소 질적지수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만 관련 지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Arabshahi 등 

2012)를 볼 때, 건강유지뿐만 아니라 비만예방 및 관

리를 위하여 다양한 식품의 섭취, 영양소의 올바르

고 적절한 섭취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선행연구(Tardivo 등 2010; Fappa 

등 2012)에서 식사의 영양소 질적 지수가 건강관련 

대사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등을 볼 때 식

사의 영양소 질적지수를 고려한 식사지침의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Kim 등 2014). 가족동반 식사에 

따른 식사의 질, 다양성 및 식품군 섭취량 등을 평가

한 결과 전반적으로 가족동반 식사군의 질적 지수가 

높았다는 결과(Kim 2006)는 비결혼군에 비해 결혼군

의 식사의 질이 높게 나온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INQ는 영양소 질적지수로 INQ 1.0 이상이면 에너지 

섭취가 적절하면서 해당 특정 영양소를 기준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한 것으로 판정한다(Seo 등 2014). 식사

의 질이 사망 위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Kim 2016)에

서 낮은 식사의 질과 영양섭취수준이 전체 사망 위

험률과 질병에 의한 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는 결

과를 보았을 때 질적으로 보완된 식사구성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대상

자들의 INQ가 1 미만으로 나타난 칼슘 및 일부 영양

소의 과잉 섭취 등에 의한 결과를 보았을 때 올바른 

식습관 형성 등을 내용으로 한 영양교육이 지속적으

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Jang 등(2010) 연구에

서 단기간 영양교육을 통해서도 대상자의 총 열량 섭

취가 감소함에 따라 체중 감량과 중성지방, 총콜레스

테롤 감소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는 결과를 볼 

때 결혼군 및 비결혼군을 포함한 30대 남성을 대상으

로 계획적이고 실생활에 활용가능이 높은 내용의 영

양교육이 실시된다면 식생활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30∼39세에 해당하는 남성을 대상으로 결혼군과 

비결혼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들의 신체계측, 혈액

성상, 질병 유무, 식품섭취빈도, 영양소 섭취량 및 

식사의 질 평가 등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30대 남성의 결혼율은 2008년 84.7%, 2010년 

79.0%, 2012년 73.2%, 2015년 70.4%로 매년 감소

하고 있으며, 비결혼율은 2008년 15.3%, 2011년 

22.6%, 2015년 29.6%로 증가하였다. 결혼군과 비

결혼군의 신장, 체중, 허리둘레, BMI는 유의적 차

이가 없었으며, 수축기혈압은 각각 115.7±11.91 

mmHg, 117.6±14.11 mmHg(P＜0.001), 이완기혈압

은 각각 78.9±10.09 mmHg, 80.0±11.47 mmHg(P＜ 

0.01)로 비결혼군의 혈압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

다. 체질량지수에 근거한 비만군은 두 군 각각 

42.41%, 38.40%로 결혼군의 비만율이 더 높았다. 

두 군 간 HDL-콜레스테롤은 결혼군 45.9±9.95 mg, 

비결혼군 47.0±10.98 mg(P＜0.01),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각각 18.3±5.94 μg/mL, 16.6±6.26 μg/mL로 

두 군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01). 

2. 질병 유병률은 두 군 각각 고혈압 2.69%, 3.31%, 

뇌졸중 0.07%, 0.12%, 심근경색증 0.30%,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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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0.71%, 0.98%로 심근경색증을 제외하고 

비결혼군의 유병률이 더 높았고, 우울증의 유병률

은 각각 0.34%, 1.59%(P＜0.001)이었다. 강한 강

도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비율이 각각 45.39%, 

40.49%, ‘일주일에 3∼7회한다’는 비율은 각각 

29.60%, 34.23%로 비결혼군이 더 강도 높은 운동을 

하였고(P＜0.05), 걷기 운동은 ‘일주일에 3∼7회한

다’가 두 군 각각 63.49%, 68.79%로 비결혼군이 

걷기 운동을 더 자주하였다(P＜0.05). 

3. 식품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 쌀(P＜0.001), 보리 

(P＜0.05), 국수(P＜0.01), 빵(P＜0.001), 떡(P＜0.001), 

과자류(P＜0.001), 감자(P＜0.001), 고구마(P＜0.001), 

두부(P＜0.001), 두유(P＜0.01), 쇠고기(P＜0.001), 

닭고기(P＜0.001), 돼지고기(P＜0.001), 햄(P＜0.01), 

달걀(P＜0.001), 우유(P＜0.01), 피자(P＜0.01), 고등

어(P＜0.001), 조기(P＜0.001), 대구(P＜0.01), 멸치

(P＜0.001), 어묵(P＜0.001), 오징어(P＜0.01), 대합

조개(P＜0.001) 및 젓갈(P＜0.01), 해초류(P＜0.001), 

김(P＜0.001), 무(P＜0.001), 배추(P＜0.001), 무말

랭이(P＜0.05), 콩나물(P＜0.01), 시금치(P＜0.001), 

오이(P＜0.01), 고추(P＜0.01), 당근(P＜0.05), 호박 

(P＜0.001), 양배추(P＜0.01), 토마토(P＜0.01), 버섯

(P＜0.001), 귤(P＜0.001), 감(P＜0.001), 사과(P＜0.001), 

배(P＜0.001), 수박(P＜0.001), 참외(P＜0.001), 딸기

(P＜0.001), 포도(P＜0.001), 복숭아(P＜0.001), 바나

나(P＜0.001), 오렌지(P＜0.001), 커피(P＜0.001), 소

주(P＜0.05) 등의 식품섭취빈도가 비결혼군이 유

의적으로 더 낮았다.

4. 식품 섭취량은 두 군 각각 1,979.4±1,044.01 g, 

1,800.3±1,053.38 g(P＜0.001)으로 비결혼군의 섭취

량이 적었다. 영양소 섭취량에서 에너지는 각각 

2,641.6±1,057.84 kcal, 2,450.9±1,126.45 kcal(P＜0.001), 

수분 각각 1,388.8±891.87 mL, 1,253.9±890.69 mL(P＜ 

0.01), 단백질 각각 97.4±49.87 g, 90.0±56.71 g(P＜ 

0.01), 탄수화물 각각 372.6±136.21 g, 347.0±139.40 

g(P＜0.001)으로 비결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섭취량이 적었다. 무기질(P＜0.001), 칼슘(P＜ 

0.001), 인(P＜0.01), 철(P＜0.001), 나트륨(P＜0.001), 

칼륨(P＜0.05), 비타민 A(P＜0.05), 티아민(P＜0.01), 

리보플라빈(P＜0.001), 니아신(P＜0.001), 비타민 

C(P＜0.001)도 비결혼군이 결혼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섭취량이 적었다. 한국인영양섭취기준(%KDRI)

에서 에너지는 두 군 각각 110.1%, 102.1%로 적절

하였고, 수분은 각각 55.6%, 50.2%로 섭취율이 매

우 낮았다. 단백질은 각각 177.1%, 163.6%, 식이섬

유는 각각 54.4%, 55.6%, 칼슘은 각각 80.5%, 72.7%

로 비결혼군이 더 낮았고, 인은 각각 210.4%, 191.8%, 

철은 각각 188.0%, 171.0%, 칼륨은 각각 106.4%, 

96.7%였다. 비타민 A는 각각 138.0%, 120.2%, 티아

민은 각각 167.5%, 160.8%, 리보플라빈은 각각 113.3%, 

105.3%, 니아신은 각각 140.6%, 128.8%, 비타민 C

는 각각 116.4%, 97.0%였다.

5. 영양소 적정섭취비율(NAR)은 각각 단백질(P＜0.001), 

칼슘(P＜0.001), 인(P＜0.001), 철(P＜0.001), 비타민 

A(P＜0.001), 티아민(P＜0.001), 리보플라빈(P＜0.001), 

니아신(P＜0.001) 및 비타민 C(P＜0.001) 등 비결

혼군의 NAR이 결혼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영양소별 NAR이 0.8 이하인 영양소는 결혼군은 

칼슘 및 비타민 C, 비결혼군은 칼슘, 비타민 A 

및 비타민 C였다. MAR은 각각 0.880, 0.832로 두 

군 모두 0.8 이상의 값을 보였으나 비결혼군이 유

의적으로 더 낮았다(P＜0.001). INQ는 단백질(P＜ 

0.01), 칼슘(P＜0.001), 인(P＜0.001), 철(P＜0.01), 비

타민 A(P＜0.01), 리보플라빈(P＜0.01), 니아신(P＜ 

0.001), 비타민 C(P＜0.001)의 경우 비결혼군의 

INQ가 결혼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위의 결과를 보았을 때 비결혼군은 결혼군에 비

해 식품섭취빈도 및 영양소 섭취량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식사를 챙겨주는 가족의 

부재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우울증 유병률은 높지 

않았으나 결혼군에 비해 비결혼군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비결혼군은 건강유지 및 건강에 미치는 식

생활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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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우울증 유병률이 높지 않더라도 극복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도 있다. 결혼군에 비해 비결혼군이 

식생활에서 취약한 결과를 보았을 때 직장 및 지역

사회에서 비결혼자를 위한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

섭취 관련 내용의 영양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프로

그램화되어 실시되고 실생활에서 적용 및 개선을 

유도하여 올바른 식생활을 유지해 나가도록 사회적

으로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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