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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hropometric data, serum profiles, food intakes frequency, 
and nutrient intakes of women aged 30-49 year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drinking group 
and non-drinking group. For the study, we obtained data for analysis from the combined 2008-2015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Height and weight were 159.2 cm and 58.1 
kg in the drinking group as well as 158.1 cm and 57.7 kg in the non-drinking group, respectively. Obesity 
percentage in the two groups were 22.5% and 24.8%, respectively. HDL-cholesterol (P<0.001) and Vitamin D 
(P=0.0248) levels in the drinking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n-drinking group. In the 
drinking group, rates of hypertension, myocardial infarction, and diabete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non-drinking group. Food and nutrient intakes, including energy, water, protein, fat, retinol, thiamin, ri-
boflavin, and niacin, in the drinking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non-drinking group. In 
the two groups, energy, water, fiber, calcium, and potassium intakes were low while Na intakes were ex-
tremely high considering KDRIs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The mean adequacy ratio (MAR) in 
the two groups wa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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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 속에서 

성인 음주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

히,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 음주

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Song 2014). 성인의 평생 음

주 경험률은 2012년 기준으로 남성 95.7%, 여성 83.4%, 
월 음주율도 남성 73.4%, 여성 40.4%로 나타났으며, 
술자리에서 한 번에 소주 7잔을 월 1회 이상 마시

는 고위험 음주 여성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Park & Jeon 2015). 즉 우리나라 성인 여성

의 월 음주율은 42.9%로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율이 

높았으며(Park & Jeon 2015),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

은 20대 9.2%, 30대 8.4%, 40대 6.4% 순으로 2005년 

3.4%에서 2012년 6.0%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어 20∼40대 젊은 여성의 음주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Park & Jeon 2015). 음주 문제는 40대 

이상 중년 여성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년기 

이후 폐경과 함께 급격한 호르몬 변화, 노화에 대한 

인지도, 여성으로서 역할 변화에 따른 우울 등을 경

험하게 됨에 따라 40∼50대 중년 여성의 문제음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등 2003). 이처

럼 여성의 문제음주는 연령대별로 관련된 상황적, 
발달적 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 특성이 있으

며(Park & Jeon 2015), 체지방률이 높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어 알코올에 취약하며, 적은 양에도 쉽게 

취하고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어(Jang 2006; Ryu 
등 2011; Heo 2012; Lee 등 2014a) 유방암, 심장병, 
골다공증 등 다양한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등 남성

에 비해 음주로 인한 폐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났다(Park & Lee 2004; Jang 2006; NIAAA 2008). 
뿐만 아니라 남성이 음주를 통해 쾌락을 추구한다

면 여성은 우울이나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

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음주 문제를 더 많이 경험

하게 된다고 한다(Lee 등 2014b). 음주는 삶의 질뿐

만 아니라 영양소 섭취에도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조사되어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 섭

취량과 지방, 단백질 섭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ark 등 2008), 음주자와 비음주

자의 영양섭취 실태를 비교한 연구결과(Kim & You 
1999)에서 음주군의 경우 에너지, 단백질, 지방, 티

아민 등 영양소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알코올로 인한 에너지 증가 및 육류 위주의 

안주를 섭취하는 경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과량의 음주는 식품 섭취에도 영향을 미

쳐 알코올 섭취 증가에 따라 햄버거ㆍ피자류, 육류, 
어패류, 동물성 유지류의 섭취가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2008). 위와 같이 여성을 대

상으로 음주 경향 및 그에 따른 영향 등을 분석한 

바는 많으나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30∼40
대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 여부가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식사의 질, 질병 유무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

향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바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군, 비음

주군으로 분류하여 음주 여부에 따른 신체적 특징, 
혈액성상, 질병 유병률 및 운동강도, 식품 및 영양

소 섭취, 식사의 질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

활동이 활발한 해당 연령의 여성에 대한 건강 및 

음주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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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very, KNHANES)’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기본 검진자료, 식품섭취빈도 

및 영양소 섭취량 등 자료가 일치하는 30대에서 40
대에 해당하는 한국 성인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조

사항목별 대상자수는 원시자료의 결손치를 반영하

였으며, 음주 여부에 따라 음주를 하는 음주군

(drinking group)과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비음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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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rinking group) 두 군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사

항은 대상자의 연령대 분포, 거주지역, 거주형태, 소
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와 첫 

음주를 시작한 연령대 및 음주량에 대해 조사한 결

과를 활용하였다.

2. 신체적 특징, 비만도 및 혈액성상

연구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이동건강검진센터에

서 검진 당일 실시된 건강검진조사를 바탕으로 하

였다.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수축기혈압 및 이완기혈압 항목을 연구

에 사용하였으며, BMI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

만분류 기준에 따라 저체중군(18.5 kg/m2 미만), 정

상군(18.5∼24.9 kg/m2), 비만군(25 kg/m2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혈액성상 항목은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HDL-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GOT(Glutamate ox-
aloacetate transaminase), GPT(Glutamate pyruvate trans-
aminase), 비타민 D, alkaline phosphatase(ALP) 등이었다.

3. 질병 유병률 및 운동강도

연구 대상자의 질병 유병률은 고혈압, 뇌졸중, 심
장질환, 우울증, 당뇨병으로 분류하여 ‘현재 질병 있

음’, ‘없음’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운동강도는 1주일 당 강한 강도의 운동, 중간 강도

의 운동 및 걷기운동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4. 식품섭취빈도 및 영양소 섭취량

식품섭취빈도는 상용식품 조사 결과를 탄수화물

식품, 단백질식품, 채소류, 과일류, 차 등 음료의 섭

취빈도로 분류하여 비교하였으며, 식품 총 섭취량, 에
너지,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카로틴, 레티놀, 티아

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섭취량 등의 항목

을 활용하였고, 각 영양소 섭취량은 조사시기에 해당

하는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의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

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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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것이며,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등 9가지 영

양소의 NAR을 구하였다.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

(mean adequacy ratio, MAR)은 각 영양소 NAR의 합

을 9로 나누어 평균을 구한 값으로 이를 통해 식사 

전반의 질을 평가하였다(Lee 등 2012). 영양소 질적

지수(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는 개인의 음식

과 식사의 적절함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사 1,000 
kcal에 함유된 영양소 함량을 1,000 kcal당 그 영양소 

권장섭취량에 대한 비율(Seo 등 2014)을 조사한 결과

를 활용하였다. 

개인의 특정 영양소 섭취량
NAR =                       

특정 영양소 권장섭취량

MAR = ∑ NAR(9개 영양소 NAR값의 합) / 9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이 내 특정 영양소 함량
INQ =                                      

1,000 kcal에 해당하는 특정 영양소 권장섭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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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luables Drinking 
group

Non-drinking 
group Pr＞F

Total average age 39.4±5.6 41.7±5.4 ＜0.001***

Average by age (years)   

   Age 30∼39 34.8±2.8 35.4±2.8   0.0006

   Age 40∼49 44.4±2.9 45.0±2.9 ＜0.001***

Age group (years)   

   Age 30∼39 5,208 (52.1)1) 301 (33.6) ＜0.001***

   Age 40∼49 4,798 (47.9) 595 (66.4) 　

District of region   

   Seoul 2,019 (20.2)1) 143 (16.0) ＜0.001***

   Busan  545 ( 5.5) 43 ( 4.8)

   Daegu  501 ( 5.0) 39 ( 4.4)

   Incheon  612 ( 6.1) 51 ( 5.7)

   Gwangju  356 ( 3.6) 51 ( 5.7)

   Daejeon  360 ( 3.6) 34 ( 3.8)

   Ulsan  276 ( 2.8) 16 ( 1.8)

   Gyunggi 2,534 (25.3) 221 (24.7)

   Gangwon  258 ( 2.6) 29 ( 3.2)

   Chungbuk  254 ( 2.5) 27 ( 3.0)

   Chungnam  372 ( 3.7) 39 ( 4.4)

   Jeonbuk  297 ( 3.0) 42 ( 4.7)

   Jeonnam  304 ( 3.0) 40 ( 4.5)

   Gyungbuk  541 ( 5.4) 49 ( 5.5)

   Gyungnam  555 ( 5.6) 63 ( 7.0)

   Jeju  222 ( 2.2) 9 ( 1.0) 　

Table 1. Continued.

Valuables Drinking 
group

Non-drinking 
group Pr＞F

Type of residence   

   General 3,951 (39.5) 419 (46.8) ＜0.001***

   Apartment 6,055 (60.5) 477 (53.2) 　

Private income level   

   Low 2,379 (24.0) 269 (30.5) ＜0.001***

   Middle 5,021 (50.7) 423 (48.0)

   High 2,514 (25.3) 189 (21.5) 　

Household income level   

   Low  650 ( 6.6) 89 (10.1) ＜0.001***

   Middle 5,850 (59.0) 523 (59.4)

   High 3,414 (34.4) 269 (30.5)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319 ( 3.2) 51 ( 5.7)   0.0004

   Middle school  637 ( 6.4) 66 ( 7.4)

   High school 4,557 (46.1) 407 (45.8)

   University 4,381 (44.3) 365 (41.1) 　

Occupation type   

   Managers, professionals, etc. 1,553 (15.7) 149 (16.7) ＜0.001***

   Office worker 1,021 (10.3) 48 ( 5.4)

   Service and sales people 1,601 (16.2) 126 (14.2)

   Agriculture, forestry, etc.  160 ( 1.6) 38 ( 4.3)

   Function source, device, etc.  345 ( 3.5) 32 ( 3.6)

   Simple laborer  698 ( 7.1) 71 ( 8.0)

   Housewife, student, etc. 4,501 (45.6) 426 (47.9) 　
1) N (%)
***P＜0.001

6. 통계

분석 결과는 통계프로그램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22.0 for Window, Chicago, 
USA) package를 이용하였다. 신체 계측치, 혈액성상, 
식품섭취빈도, 영양소 섭취량 등은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고, 두 군 간

의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범주형 자료 비교

는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평균연령대, 거주 지역, 거주형태, 
개인 및 가정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형태를 조

사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연령대는 음주군 평균 

39.4세(평균연령 30대 34.8세, 40대 44.4세), 비음주군

은 평균 41.7세(평균연령 30대 35.4세, 40대 45.0세)
였으며(P＜0.001), 음주군에서는 30대의 비율이, 비음

주군에서는 40대 비율이 더 높았다(P＜0.001). 거주 



52 | 여성의 음주 여부에 따른 혈액성상 및 영양소 섭취량 비교

Table 2. Distribution of age at start of drinking in the drinking 
group.

Age 
group
(years)

Age at start drinking (years)

10 20 30 40

30∼39 10 (0.2)1) 5,075 (97.9) 100 ( 1.9)   0 (0.0)

40∼49 11 (0.2) 4,074 (85.4) 479 (10.1) 206 (4.3)
1) N (%)

Table 3. Alcohol drinking frequency and drinking amount in the 
drinking group.

Valuables
Age (years)

Pr＞F
30∼39 40∼49

Drinking frequency   

   ＞10 times/year 1,013 (19.5)1) 790 (16.5) ＜0.001***

   Month 2,203 (42.4) 2,178 (45.5)

   Week 1,880 (36.2) 1,685 (35.2)

   Everyday  101 ( 1.9) 135 ( 2.8) 　

Alcohol amount   

   50∼100 mL2) 2,094 (49.9) 2,140 (53.4) ＜0.001***

   150∼300 mL 1,615 (38.5) 1,576 (39.3)

   350∼700 mL  486 (11.6) 292 ( 7.3) 　
1) N (%)
2) a drink: 50 mL
***P＜0.001

지역에서 음주군은 경기 25.3%, 서울 20.2%, 인천 

6.1% 순이었고 비음주군은 경기 24.7%, 서울 16.0%, 
경남 7.0% 순이었다. 거주형태는 비아파트와 아파트 

거주로 분류하였으며, 아파트 거주는 각각 60.5%, 
53.2%로 음주군, 비음주군 모두 비아파트형 거주보

다 더 높았다(P＜0.001). 소득수준은 상, 중, 하로 분

류하였으며, 가정 소득수준이 ‘중’이라고 한 비율이 

음주군은 59.0%, 비음주군은 59.4%였다(P＜0.001).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대학교 포함)이 음

주군 90.4%, 비음주군 86.9%였다(P=0.0004). 직업 형

태는 7가지 분야로 조사되었으며, 음주군은 ‘주부, 
학생 등’의 응답이 45.6%로 높았고 ‘서비스직’, ‘관
리자, 전문직’ 순이었다. 비음주군은 ‘주부, 학생 등’
이 47.9%로 높았고 ‘관리자, 전문직’, ‘서비스직’ 순

이었다(P＜0.001). 음주군의 첫 음주시작 시기를 살

펴본 결과(Table 2) 30대의 경우 20대에 시작한 경우

가 97.9%로 가장 높았고, 40대는 20대에 시작한 경

우가 85.4%로 가장 높았다. 음주 빈도를 조사한 결

과(Table 3), 매 월 또는 주 단위로 마시는 비율이 

높았으며, ‘매일 마신다’가 30대 1.9%, 40대 2.8%
였다(P＜0.001). 음주군의 음주량은 ‘1∼2잔’이 30대
는 49.9%, 40대는 53.4%로 높았고, ‘7∼10잔’ 마시는 

비율도 각각 11.6%, 7.3%였다(P＜0.001).

2. 신체적 특징, 비만도 및 혈액성상

조사 대상자의 신체계측, 비만도 및 혈액성상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음주군과 비음주군

의 신장은 각각 159.2 cm, 158.1 cm(P＜0.001)이었고, 
체중, 허리둘레, BMI는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

었으며, 수축기혈압은 각각 108.6 mmHg, 109.8 mmHg 
(P=0.0118)이었고, 이완기혈압은 각각 72.2 mmHg, 
72.3 mmHg이었다.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비만군으로 분류한 결과 정상체중군

은 두 군 각각 71.6%, 69.0%, 비만군에 속하는 비율은 각

각 22.5%, 24.8%였으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두 군 간 

혈액성상을 살펴본 결과 HDL-콜레스테롤은 각각 53.6 mg, 
51.0 mg(P＜0.001),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각각 16.1
μg/mL, 15.5 μg/mL로 두 군 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0.0248).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GOT, GPT 및 

alkaline phosphatase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3. 질병 유병률 및 운동강도

조사 대상자의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증, 우울

증 및 당뇨병 등 질병의 현재 유병률을 살펴본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현재 유병률(응답 ‘have’)에서 

각각 고혈압 3.4%, 5.6%, 심근경색증 0.2%, 0.6%, 당
뇨병 1.4%, 3.0%로 비음주군의 유병률이 더 높았으며 

뇌졸중 및 우울증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1주일 

당 강도에 따른 운동 횟수를 조사한 결과(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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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obesity ratio and blood 
parameters of the subjects.

Valuables Drinking 
group

Non-drinking 
group Pr＞F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Height (cm) 159.2±5.41) 158.1±5.5 ＜0.001***

   Weight (kg)  58.1±9.3  57.7±9.3   0.2863 

   Waist circumference (cm)  76.5±9.1  76.8±9.5   0.3575 

   BMI2) (kg/m2)  22.9±3.5  23.1±3.5   0.1124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08.6±13.2 109.8±14.3   0.011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2.2±9.6  72.3±9.8   0.7698 

Obesity ratio   

   Under weight (BMI＜18.5)  591 ( 5.9)3)  56 ( 6.2)   0.22344) 

   Normal weight (18.5≤BMI＜25) 7,133 (71.6) 617 (69.0)

   Obesity (BMI≥25) 2,235 (22.5) 222 (24.8) 　

Blood parameters   

   Total cholesterol (mg) 182.4±32.7 184.2±34.8   0.1445 

   HDL-cholesterol (mg)  53.6±11.7  51.0±11.2 ＜0.001***

   LDL-cholesterol (mg) 108.8±28.7 112.0±29.8   0.0019 

   Triglyceride (mg) 100.2±74.3 105.4±66.3   0.0512 

   GOT5) (U/L)  18.6±8.3  19.1±11.3   0.1167 

   GPT6) (U/L)  16.4±14.6  16.8±11.6   0.4297 

   Vitamin D (μg/mL)  16.1±5.6  15.5±5.5   0.0248 

   Alkaline phosphatase (IU/L) 184.9±66.3 189.7±55.2   0.1473 
1) Mean±SE
2) BMI: Body mass index (kg/m2)
3) N (%)
4)
χ

2-test
5) GOT: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6) GP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P＜0.001

Table 5. Present disease and physical activities of the subjects. 

Valuables Drinking 
group

Non-drinking 
group Pr＞F

Present disease 　

   Hypertension (Have)  337 ( 3.4)1)  50 ( 5.6)   0.0007

   Hypertension (No) 9,573 (96.6) 842 (94.4) 　

   Stroke (Have)    7 ( 0.1)   2 ( 0.2)   0.1278 

   Stroke (No) 9,894 (99.9) 889 (99.8) 　

   Myocardial infarction (Have)   16 ( 0.2)   5 ( 0.6)   0.0095 

   Myocardial infarction (No) 9,884 (99.8) 886 (99.4) 　

   Depression (Have)  316 ( 3.2)  33 ( 3.7)   0.4085 

   Depression (No) 9,583 (96.8) 858 (96.3) 　

   Diabetes (Have)  135 ( 1.4)  27 ( 3.0) ＜0.001***

   Diabetes (No) 9,774 (98.6) 865 (97.0) 　

Physical activities   

   Intense exercise (No/week) 5,601 (68.2) 578 (74.1)   0.0005

   Intense exercise (1∼2 days/week) 1,342 (16.3) 102 (13.1)

   Intense exercise (3∼4 days/week)  807 ( 9.8)  50 ( 6.4)

   Intense exercise (Everyday/week)  461 ( 5.7)  50 ( 6.4) 　

   Middle exercise (No/week) 5,032 (60.1) 498 (62.6)   0.0130

   Middle exercise (1∼2 days/week) 1,412 (16.9) 108 (13.6)

   Middle exercise (3∼4 days/week)  933 (11.1)  75 ( 9.4)

   Middle exercise (Everyday/week) 1,002 (11.9) 114 (14.4) 　

   Walking exercise (No/week) 1,299 (13.1) 141 (15.8)   0.0018

   Walking exercise (1∼2 days/week) 1,984 (20.0) 141 (15.8)

   Walking exercise (3∼4 days/week) 2,294 (23.2) 190 (21.4)

   Walking exercise (Everyday/week) 4,321 (43.7) 418 (47.0)
1) N (%)
***P＜0.001

강한 강도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각각 68.2%, 
74.1%, ‘1주일에 3회 이상(매일 포함)’ 한다는 각각 

15.5%, 12.8%였으며(P=0.0005), 중간 강도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가 두 군 각각 60.1%, 62.6%, ‘매
일 한다’는 각각 11.9%, 14.4%로 비음주군 비율이 

더 높았다(P=0.0130). 걷기운동은 ‘1주일에 3회 이상

(매일 포함)’이 음주군 66.9%, 비음주군 68.4%로 비음

주군이 걷기운동을 더 자주하였으며(P=0.0018), 전체

적으로 보았을 때 음주군의 운동 빈도가 더 높았다.

4. 식품섭취빈도

조사 대상자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식품 섭취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쌀(P＜0.001), 보리

(P＜0.001), 감자(P=0.0169), 고구마(P＜0.001), 콩(P
＜0.001), 조기(P=0.0438)는 비음주군이 음주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였으며, 국수(P=0.0038), 
과자류(P＜0.001), 쇠고기(P=0.0425), 닭고기(P=0.0103), 
돼지고기(P=0.0354), 햄(P＜0.001), 아이스크림(P=0.0208), 
햄버거(P＜0.001), 피자(P=0.0022), 튀김류(P=0.0006), 
참치(P=0.0116), 어묵(P=0.0117), 오징어(P=0.0069)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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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egetables, fruits, beverage food intakes frequency of 
the subjects.

Valuables Drinking group Non-drinking group Pr＞F

Seaweed 2.7±1.51) 3.0±1.5 ＜0.001***

Laver 4.3±1.6 4.4±1.7   0.1660 

Chinese cabbage 7.3±1.6 7.6±1.5 ＜0.001***

Radish 4.3±2.2 4.6±2.3   0.0005 

Chinese-radish 
dried

3.2±1.9 3.5±1.9   0.0012 

Bean sprouts 3.6±1.3 3.7±1.3   0.3136 

Spinach 2.9±1.4 2.9±1.4   0.4913 

Cucumber 3.4±1.4 3.5±1.4   0.0686 

Pepper 3.7±1.5 3.7±1.6   0.2815 

Carrot 2.5±2.0 2.5±2.0   0.9978 

Pumpkin 3.0±1.5 3.1±1.5   0.1030 

Cabbage 2.5±1.4 2.5±1.5   0.9634 

Tomato 3.0±1.6 3.2±1.7   0.0049 

Mushroom 3.4±1.5 3.5±1.6   0.1207 

Tangerine 3.8±1.4 3.9±15   0.0837 

Persimmon 2.3±1.5 2.6±1.6 ＜0.001***

Apple 3.9±1.7 4.0±1.8   0.0718 

Pear 2.2±1.4 2.3±1.5   0.0049 

Watermelon 2.7±1.4 2.8±1.4   0.1828 

Oriental melon 2.2±1.3 2.3±1.4   0.3310 

Strawberry 2.5±1.3 2.6±1.4   0.2905 

Grape 2.7±1.4 2.9±1.5   0.0031 

Peach 2.1±1.3 2.1±1.4   0.4687 

Banana 3.0±1.6 2.9±1.7   0.3196 

Orange 2.5±1.7 2.5±1.7   0.6034 

Soda 1.9±1.6 1.5±1.6 ＜0.001***

Coffee 6.6±2.5 5.8±3.0 ＜0.001***

Green tea 2.6±2.4 2.6±2.5   0.8119 
1) Mean±SE
***P＜0.001

Table 6. Carbohydrate and protein food intakes frequency of 
the subjects.

Valuables Drinking group Non-drinking group Pr＞F

Rice 6.4±2.71) 6.8±2.7 ＜0.001***

Barley 5.3±2.9 5.7±3.0 ＜0.001***

Noodle 2.4±1.2 2.3±1.4   0.0038 

Bread 2.9±1.5 2.9±1.6   0.4754 

Rice cake 2.4±1.4 2.4±1.3   0.6343 

Potato 3.2±1.4 3.3±1.4   0.0169 

Sweet potato 2.6±1.4 2.8±1.4 ＜0.001***

Confectionery 2.5±1.7 2.3±1.9 ＜0.001***

Bean curd 3.9±1.5 4.0±1.5   0.0524 

Bean 3.5±2.8 4.1±3.0 ＜0.001***

Bean milk 1.4±1.6 1.3±1.6   0.2664 

Beef 2.6±1.4 2.5±1.4   0.0425 

Chicken 2.6±1.2 2.5±1.3   0.0103 

Pork 3.2±1.3 3.1±1.4   0.0354 

Ham 2.1±1.6 1.7±1.6 ＜0.001***

Egg 4.4±1.5 4.4±1.5   0.3073 

Milk 4.2±2.4 4.1±2.6   0.0974 

Yogurt 2.7±2.0 2.7±2.2   0.6900 

Ice cream 2.3±1.5 2.2±1.6   0.0208 

Hamburger 1.1±1.1 0.9±1.0 ＜0.001***

Pizza 1.4±1.0 1.3±1.1   0.0022 

Fried food 2.2±1.4 2.0±1.5   0.0006 

Mackerel 2.8±1.3 2.8±1.4   0.5284 

Tuna 2.4±1.6 2.2±1.7   0.0116 

Yellow corbina 2.3±1.4 2.4±1.5   0.0438 

Pollack 2.1±1.4 2.1±1.5   0.3730 

Anchovetu 3.9±1.8 3.9±1.9   0.9680 

Fishes paste 2.8±1.4 2.6±1.5   0.0117 

Squid 2.4±1.4 2.2±1.4   0.0069 

Clam 2.2±1.5 2.1±1.6   0.5158 

Salted fish guts 1.4±1.3 1.3±1.4   0.1371 
1) Mean±SE
***P＜0.001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

다. 빵, 떡, 두유, 달걀, 우유, 요구르트, 고등어, 대

구, 멸치, 대합조개, 젓갈류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채소류, 과일류 및 음료의 섭취빈도를 살펴본 결과

(Table 7), 해초류(P＜0.001), 배추(P＜0.001), 무(P= 

0.0005), 무말랭이(P=0.0012), 토마토(P=0.0049), 감(P＜ 
0.001), 배(P=0.0049), 포도(P=0.0031)는 비음주군이 

음주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었고, 
탄산음료(P＜0.001), 커피(P＜0.001)는 음주군이 비음

주군에 비해 더 많이 섭취하였으며 그 외의 식품은 

섭취빈도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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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Nutrients intakes and %KDRI of the subjects.

Valuables Drinking group %RNI1) Non-drinking group %RNI Pr＞F

Food total intakes (g) 1,385.2±670.82) 1,293.6±619.8 ＜0.001***

Energy (kcal) 1,763.0±675.5  92.83) 1,702.4±658.9  89.63)   0.0127 

Water (mL) 972.4±569.3  48.64) 884.5±500.0  44.24)
＜0.001***

Protein (g)  64.1±31.5 142.4  61.0±29.7 135.6   0.0058 

Fat (g)  39.4±26.9  34.5±25.0 ＜0.001***

Carbohydrate (g) 283.6±110.7 292.8±118.3   0.0221 

Fiber (g)  11.5±10.3 57.54)  11.0±9.4  55.04)   0.1827 

Calcium (mg) 475.8±312.2  73.2 463.8±275.1  71.4   0.2841 

Phosphorus (mg) 1,049.2±462.5 150.0 1,037.7±449.3 148.2   0.4903 

Iron (mg)  14.1±10.6 100.7  13.8±8.6  92.9   0.3475 

Sodium (mg) 4,265.2±2,856.8 284.34) 4,223.5±2,602.3 281.64)   0.6840 

Potassium (mg) 2,880.9±1,463.1  82.44) 2,880.8±1,396.4  82.34)   0.9989 

Vitamin A (μg) 791.2±909.1 121.7 807.0±837.4 124.2   0.6291 

Carotene (μg) 4,011.6±5,119.9 4,219.9±4,866.8   0.2578 

Retinol (μg) 109.8±282.9  86.8±117.1   0.0193 

Thiamin (mg)  1.39±0.8 126.4  1.29±0.6 117.3   0.0003 

Riboflavin (mg)  1.20±0.6 100.0  1.13±0.6  94.2   0.0019 

Niacin (mg)  15.1±7.7 107.9  14.4±7.2 102.9   0.0080 

Vitamin C (mg) 108.1±104.3 108.1 115.3±114.2 115.3　   0.0588 
1)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2) Mean±SE
3)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
4) AI: Adequate intake
***P＜0.001

5. 영양소 섭취량

조사 대상자의 식품 섭취량 및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한 결과(Table 8), 식품 섭취량은 음주군 1,385.2 g, 
비음주군 1,293.6 g으로 음주군의 섭취량이 유의적으

로 많았고(P＜0.001), 에너지 섭취량은 음주군, 비음

주군 각각 1,763.0 kcal, 1,702.4 kcal(P=0.0127)였다. 
수분 섭취량은 각각 972.4 mL, 884.5 mL로 비음주

군의 섭취량이 낮았으며(P＜0.001) 단백질 섭취량은 

각각 64.1 g, 61.0 g(P=0.0058), 지방 섭취량은 각각 

39.4 g, 34.5 g(P＜0.001)이었다. 레티놀(P=0.0193), 티
아민(P=0.0003), 리보플라빈(P=0.0019), 니아신(P=0.0080)
의 섭취량은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많았다.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

타민 A, 카로틴, 비타민 C의 섭취량은 두 군간에 유

의적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을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의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을 구한 결과 에너지 섭취량은 각각 92.8%, 
89.6%로 필요추정량보다 낮았으며, 수분 섭취량은 

충분섭취량의 48.6%, 44.2%로 매우 낮았다. 단백질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의 142.4%, 135.6%로 높았

으며, 각각 식이섬유는 57.5%, 55.0%, 칼슘 73.2%, 
71.4%로 낮았고, 칼륨도 각각 82.4%, 82.3%로 모두 

낮았다. 두 군 모두 인, 나트륨, 비타민 A, 티아민, 
니아신, 비타민 C는 모두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

보다 많이 섭취하여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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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AR (nutrient adequacy ratio), MAR (mean adequacy 
ratio) and INQ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of the 
subjects.

Valuables Drinking group Non-drinking group Pr＞F

NAR   

   Protein 0.933±0.1471) 0.917±0.162 0.0033 

   Calcium 0.648±0.263 0.639±0.266 0.3775 

   Phosphorus 0.953±0.124 0.948±0.129 0.2916 

   Iron 0.787±0.233 0.778±0.244 0.2966 

   Vitamin A 0.760±0.279 0.749±0.288 0.3125 

   Thiamine 0.873±0.194 0.860±0.202 0.0662 

   Riboflavin 0.800±0.231 0.772±0.247 0.0011 

   Niacin 0.843±0.204 0.824±0.211 0.0075 

   Vitamin C 0.708±0.305 0.727±0.303 0.0810 

MAR 0.811±0.165 0.802±0.178 0.1005 

INQ   

   Protein 1.424±0.700 1.355±0.661 0.0058 

   Calcium 0.732±0.480 0.714±0.423 0.2841 

   Phosphorus 1.499±0.660 1.482±0.642 0.4903 

   Iron 1.010±0.763 0.984±0.615 0.3475 

   Vitamin A 1.217±1.398 1.242±1.288 0.6291 

   Thiamine 1.267±0.727 1.174±0.600 0.0003 

   Riboflavin 1.000±0.545 0.939±0.501 0.0019 

   Niacin 1.078±0.546 1.026±0.513 0.0080 

   Vitamin C 1.081±1.042 1.153±1.141 0.0588 
1) Mean±SE

6. 식사의 질 평가

조사 대상자의 영양소 직접섭취비율(NAR), 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MAR) 및 영양소 질적지수(INQ)
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NAR의 경우 두 군 모두 

1.0 이하의 값을 보였고, 특히 0.8 이하의 값을 보인 

영양소는 음주군의 경우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C 등 4개 영양소였고, 비음주군은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등 5개 영양소로 비음주군

이 더 많았다. MAR은 두 군 모두 0.811, 0.802로 0.8 
이상의 값을 보였다. INQ의 경우 1.0 이하의 값을 

보인 영양소는 음주군의 경우 칼슘이었고, 비음주군

의 경우 칼슘, 철, 리보플라빈으로 나타났다. 

고 찰

한국의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군, 비음주

군으로 분류하여 음주 여부에 따른 일반사항, 신체적 

특징, 비만도 및 혈액성상, 질병 유병률 및 운동강도,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식사의 질을 살펴보았다. 조

사 대상자의 첫 음주 시작시기는 30대, 40대 모두 

20대에 시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

별과 무관하게 남녀 모두 20대, 30대 초반에 폭음 

또는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Do 등 2009; 
Jeon & Lee 2010)와 관련하여 볼 때 첫 음주 시작시

기가 20∼30대에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바람직한 

음주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자체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음주를 처음 경험한 시점이 빠를

수록 연령 증가와 함께 문제음주의 위험이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이므로(Choi 2007), 10대와 20대를 대상

으로 한 교육을 통해 음주문화 및 음주습관 관련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군 모두 

음주량이 ‘1∼2잔’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여

성 음주에 관한 연구(Shin 2017)에서 음주 시 마시는 

술잔 횟수를 분석한 결과 ‘1∼2잔 마신다’는 응답자

가 42.8%로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동일하였다. 과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한 번에 7잔 이상 마시는 경

우는 30대 11.6%, 40대 7.3%로 나타났으며, Shin(2017)
의 연구에서도 11.8%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

다.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 음주

를 의미하는 여성의 월 폭음률이 23.2%로 증가하였

다고 하였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또한 대학생의 음주 문제에 대한 연구(Han 
등 2005)에서 대학생의 평균 음주 빈도가 한 달 중 

평균 여성 5.16일(남성 5.71일)로 습관성 음주와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음주 빈도가 대학생 집단

에서는 빈번했고, 여성 또한 음주문화에 많이 노출

되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대 여성의 음주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음주에 자주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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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여 젊은 여성을 위한 건강 관련 음주량 및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에 의한 해당 연령(30∼49세)의 신장, 체중, 체질

량지수는 각각 157.0 cm, 54.2 kg, 22.0 kg/cm2로 본 

연구대상의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가 모두 높았으

나 체질량지수는 두 군 모두 정상범위에 있었다. 체
질량지수는 군 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음주 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주 여부에 따라 체질

량지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Shin 등 

2009)와 동일하였다. 그러나 국내 성인 남성을 대상

으로 한 연구(Kim 등 2012)에서 알코올 섭취량 및 

복부지방조직과 양의 상관성을 나타낸다는 결과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 등(2008)의 연구에서 비

음주군이 음주군에 비해 체질량지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하여 대상에 따라 음주가 미치는 영향에

서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혈압

에서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Park 등(2008)의 연구에서 소량(알코올 15 g 이하) 
섭취하는 군의 경우 무음주군에 비해 더 낮은 혈압

을 나타내었고, Kim(2006)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섭

취와 혈압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적당량 이하

의 알코올 섭취는 유의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하여 알코올 섭취와 혈압 간의 관련성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01), 이는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혈액

순환과 소화를 돕고 혈중 HDL-콜레스테롤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Ellison 등 2004)와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결과는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주량

에 따른 군으로 분류하지 않아 이에 대한 더 정확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향은 중성

지방 농도에서 비음주군과 음주군에서 유의적 차이

가 없었으며 Park 등(2008)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알

코올 섭취군에 비해 알코올 섭취군의 중성지방 농

도가 낮았다는 결과와 동일하였으나 과량 섭취할 

경우 중성지방 농도가 증가하므로 음주량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군의 비타민 D 혈중 농

도가 비음주군에 의해 높았는데 이는 만성적 알코

올 섭취가 무기질 대사 및 비타민 D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결과(Laitinen 등 1992)와는 달

리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섭취는 혈중 비타민 

D의 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Shirazi 등 

2013; Larose 등 2014)이 보고되어 있어 동일한 결과

를 보였다. 
음주군의 경우 비음주군에 비해 운동 빈도가 비

교적 높았는데 이는 Skog(1996)의 연구에서 적당량

의 알코올 섭취자는 비알코올 섭취자와 고알코올 

섭취자에 비해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진 것

으로 보고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음주군

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이환되기 쉽다는 것을 자각

하고 운동을 포함한 건강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5)
에서는 한국인의 신체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러한 신체활동의 감소는 비만 증가와도 

관련있어 신체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앞의 비만 

결과에서 본 연구 대상자의 비만군에 속하는 비율

이 22.5∼24.8%임을 감안할 때 운동률 증가에 본인 

스스로 인지도 및 관심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

며, 대상 여성들에 대해 건강한 생활습관의 중요성

에 대한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조

사결과에서 음주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에는 큰 차

이가 없거나 비음주군의 현재 질병률이 높게 나타났

으나 Lee 등(2014b)의 연구에 의하면 ‘육류와 술’ 패
턴의 식사는 복부비만과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방안을 통해 

음주습관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식품섭취빈도에서 알코올 섭취수준의 증가에 따

라 햄버거ㆍ피자류, 육류, 어패류, 동물성 유지류의 

섭취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Park(2008)의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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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로 인한 에너지 증가 및 육류 위주의 안주를 

섭취하는 경향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Kim(2010)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군에게 올바

른 식습관과 영양소의 역할 및 알코올이 영양소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교육한 결과 식습관

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영양지식이 향상되었으며 

육류와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 감소로 동물성 섭취

비율(지방, 단백질, 칼슘, 철)과 나트륨 및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비율이 감소하는 등 실제 영양소의 섭

취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하여 영양교육의 효

용성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두 군 모두 배추를 제외

하고는 채소, 과일 섭취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나 개선할 필요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

인 여성의 식습관 조사 연구(Im 2011)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음주군뿐만 아니라 비음주군

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및 영양소 섭

취 등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

하다고 본다. 이 조사결과로 음주군에서 고에너지와 

고단백질 식품 섭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NAR값이 1.0보다 작은 경우는 집단에서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Shin 등 2011), 
따라서 30∼40대 여성의 식사의 질이 낮음을 보였으

며 전반적으로 식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한 행동수정이 

요구(Kim 등 2016)된다고 본다. Kim 등(2013)의 성

인 음주자 연구에서는 비타민 C를 제외한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칼슘, 인, 
철의 영양소 적정섭취비율(NAR) 및 평균 영양소 적

정섭취비율(MAR)이 비음주자에서 정상음주자, 문제

음주자, 알코올의존자로 갈수록 높아져서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영양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영양소 질적

지수(INQ)에서 음주군이 낮은 결과를 보여 다른 경

향이었으며, 음주군의 특성 및 음주량 차이 등에 따

른 영향으로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본다. 12

가지 식품군 섭취상태로 분석한 식사의 질(Breslow 
등 2010) 비교에서는 음주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

가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를 보았을 때 음주가 습

관화되지 않도록 건강과 관련지어 영양교육을 실시

할 필요성이 있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군, 
비음주군으로 분류하여 음주 여부에 따른 일반사항, 
신체적 특성, 비만도 및 혈액성상, 질병 유병률 및 

운동강도,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식사의 질을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음주군은 평균 39.4세, 비음주군은 평균 41.7세였으

며(P＜0.001), 아파트 거주율은 각각 60.5%, 53.2%
였다(P＜0.001). 두 군 모두 ‘주부, 학생 등’의 비

율이 높았다. 음주군의 첫 음주시작 시기는 20대
에 시작한 비율이 30대 97.9%, 40대 85.4%였다. 
음주 빈도는 매 월 또는 주 단위로 마시는 비율

이 높았으며, ‘매일 마신다’는 30대 1.9%, 40대 

2.8%였다(P＜0.001). 음주량은 ‘1∼2잔’이 30대 

49.9%, 40대 53.4%, 7∼10잔 마시는 비율도 각각 

11.6%, 7.3%였다(P＜0.001).
2.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신장은 각각 159.2 cm, 

158.1 cm(P＜0.001), 체중, 허리둘레, BMI는 두 군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수축기혈압은 각각 

108.6 mmHg, 109.8 mmHg(P=0.0118)이었고, 정상체

중군은 각각 71.6%, 69.0%, 비만군에 속하는 비율

은 각각 22.5%, 24.8%였다. HDL-콜레스테롤은 각

각 53.6 mg, 51.0 mg(P＜0.001), 비타민 D 혈중 

농도는 각각 16.1 μg/mL, 15.5 μg/mL였다(P=0.0248).
3. 음주군과 비음주군의 현재 질병 유병률에서 각각 

고혈압 3.4%, 5.6%, 심근경색증 0.2%, 0.6%, 당뇨

병 1.4%, 3.0%로 비음주군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강한 강도의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각각 

68.2%, 74.1%, ‘1주일에 3회 이상(매일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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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5.5%, 12.8%(P=0.0005), 중간 강도의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가 각각 60.1%, 62.6%, ‘매일 

한다’는 각각 11.9%, 14.4%였다(P=0.0130). 걷기운

동은 ‘1주일에 3회 이상(매일 포함)’이 각각 

66.9%, 68.4%(P=0.0018)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음주군의 운동 빈도가 높았다. 
4. 쌀(P＜0.001), 보리(P＜0.001), 감자(P=0.0169), 고

구마(P＜0.001), 콩(P＜0.001), 조기(P=0.0438), 해

초류(P＜0.001), 배추(P＜0.001), 무(P=0.0005), 무

말랭이(P=0.0012), 토마토(P=0.0049), 감(P＜0.001), 
배(P=0.0049), 포도(P=0.0031)는 비음주군이 음주

군에 비해 많이 섭취하였고, 국수(P=0.0038), 과자

류(P＜0.001), 쇠고기(P=0.0425), 닭고기(P=0.0103), 
돼지고기(P=0.0354), 햄(P＜0.001), 아이스크림(P= 
0.0208), 햄버거(P＜0.001), 피자(P=0.0022), 튀김류

(P=0.0006), 참치(P=0.0116), 어묵(P=0.0117), 오징어

(P=0.0069), 탄산음료(P＜0.001), 커피(P＜0.001)는 음주

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많이 섭취하였다. 
5. 식품 섭취량은 각각 1,385.2 g, 1,293.6 g(P＜0.001), 

에너지 섭취량은 각각 1,763.0 kcal, 1,702.4 kcal 
(P=0.0127)였다. 수분 섭취량은 각각 972.4 mL, 
884.5 mL(P＜0.001), 단백질 섭취량은 각각 64.1 g, 
61.0 g(P=0.0058), 지방 섭취량 39.4 g, 34.5 g(P＜ 

0.001)이었고, 레티놀(P=0.0193), 티아민(P=0.0003), 
리보플라빈(P=0.0019), 니아신(P=0.0080)의 섭취량

은 음주군이 비음주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의거한 섭취율은 각

각 에너지는 92.8%, 89.6%였고, 수분 섭취량은 

48.6%, 44.2%로 매우 낮았다. 단백질 섭취량은 

142.4%, 135.6%로 높았으며, 식이섬유는 57.5%, 
55.0%, 칼슘 73.2%, 71.4%, 칼륨도 82.4%, 82.3%
로 섭취량이 모두 낮았다. 두 군 모두 인, 나트륨, 
비타민 A, 티아민, 니아신, 비타민 C는 모두 권장

섭취량 및 충분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였다. 
6. NAR(영양소 적정섭취비율)은 두 군 모두 1.0 이

하의 값을 보였고, 0.8 이하의 영양소는 음주군의 

경우 칼슘, 철, 비타민 A, 비타민 C 등 4개 영양

소, 비음주군의 경우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

라빈, 비타민 C 등 5개 영양소로 비음주군이 더 

많았다. MAR(평균 영양소 적정섭취비율)은 두 

군 각각 0.811, 0.802였고, INQ(영양소 질적지수)
가 1.0 이하의 값을 보인 영양소는 음주군의 경

우 칼슘, 비음주군은 칼슘, 철, 리보플라빈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음주군의 음주를 

처음 경험한 시점이 빠를수록 연령 증가와 함께 문

제음주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므로 10대와 20대
에 교육을 통해 음주문화 및 음주습관 관련 교육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음주군의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 등 혈액성상에서 비음주

군에 비해 양호한 결과는 나왔으나 장기적인 건강

상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량 또는 만성적 음주습관

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

의 제한점은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분류하였을 

때 결손치를 반영하여 통계분석하였고, 음주량에 따

른 분류를 하지 않고 전혀 음주를 하지 않는 비음

주군과 음주군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분석한 점으로, 
기존의 알코올 섭취량에 따라 군을 분류한 연구결

과들과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음주량에 

따른 분류를 토대로 한 결과를 도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30∼40대 여

성의 음주군뿐만 아니라 비음주군을 대상으로 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식품 및 영양소 섭취 균

형의 중요성 및 운동의 필요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음주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건강과 관련지은 영양교육이 마련되어야 하

며 사회활동이 왕성한 해당 연령의 여성을 위한 건

강과 관련된 음주량 및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위

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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