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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6기 2차년도(2014년)와 제7기 1차년도(2016년)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1인가구와 다인

가구 청년의 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이들 요인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실시되었다. 연구 상자는 20-39세 남녀 2,682명(1인가구 173명, 다인가구 2,509명)이었고, 복합표본 교차분석, 일반선형모

형 t-검정,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에게 공통 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사증후군

향요인은 성별, 연령, 비만, 주 건강상태 고, 1인가구 청년에게만 유의한 요인은 아침식사 빈도, 매 끼니 혼밥 여부,

식품표시 이용 여부, 스트 스 인지, 우울 정도 으며, 다인가구 청년에게만 유의한 요인은 음주 다. 본 연구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사증후군 향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1인가구를 한 사증후군 방 재를 계획할

때 차별화된 략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주제어 : 청년, 1인가구, 식습 , 심리 건강, 사증후군, 국민건강 양조사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effects of health behaviors, dietary habits, and psychological 

health on metabolic syndrome (MS) between young adults living in one-person households (OPHs) and 

multiple-person households (MPHs). The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hich was conducted in 2014 and 2016 were used. The subjects were 2,682, who were 20 to 39 years 

ol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complex sample Rao-Scott χ2-tests, t-tests,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23.0 software. Sex, age, obesity,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were associated with MS in young adults living 

in either OPHs or MPHs. Breakfast consumption frequency, eating alone, food label use, stress, and de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MS only in young adults living in OPHs. Thus, these differentiated risk factors of MS should be 

considered, when health promotion strategies and interventions are planned for young adults living in OPHs. Also,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trategies or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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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필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재 우리나라 1인가구는

518만 가구로 체 가구 27.2%를 차지하고 있어 가구

원수별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2045년

이 되면 1인가구 비율은 36.3%까지 늘어날 망이다[1].

특히 1인가구 30 가 18.5%, 20 가 17.2%를 차지하

고 있어 20-30 가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다[1].

청년 1인가구의 증가 원인으로는 크게 가치 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2], 2016년 통계청의 사회조

사 보고서에 따르면[3],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6년 51.9%로 2010년 64.7%보다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20-30 는 40.7-41.9%로 체 평균보다 낮아

청년층을 심으로 비혼에 인식이 허용 으로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비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일용직 비율 기 보장

수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4], 생계유지를 해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경우가 많고, 소득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2]. 이에 가족 구성에 필수

인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의미의 ‘삼포세 ’라는

신조어가 등장할정도로[5,6] 청년층은 고용 불안정, 학자

출 상환, 취업 비, 집값 상승 등 사회경제 상황

으로 인해 비자발 으로 1인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실

에 처해있다[2,5]. 이러한 세태 속에서 근본 인 사회문제

가 해결되지 않는 한 1인가구 증가하는 경향은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보편 사회 상으로 볼 수있으며, 이

에 1인가구 청년을 한 맞춤형 건강 정책 재가 필

요하다.

1인가구 인구의 증가와함께 건강 련생활양식의 변

화도 두드러지고 있는데, 요즘 청년층을 심으로 혼자

식사를 하는 이른바 ‘혼밥’이 새로운 생활방식이자, 문화

트 트로 자리 잡게 되었다[7]. 그러나 1인가구의 경우

시간이 없거나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많고, 인

스턴트 식품을 섭취하거나, 외식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8]. 한, 청년층 1인가구의 경우 주

생활비에서 경제 으로 부담을 느끼고, 식생활 분야에서

소비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어려움이 식

생활에도 향을 미친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9]. 청년

1인가구는다인가구에 비해흡연율, 음주율, 우울 의심률

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4,10] 1인가구 청년이 건

강 험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심리 건강이 취약하

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2].

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은 심 질환과 당

뇨병 험인자가 복합 으로 나타나는 상을 말하는데

[11],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NCEP-ATP Ⅲ) [12]에 따르면, 복

부비만, 고 성지방 증, 낮은 HDL 콜 스테롤 증, 높

은 압, 당 장애 3가지 이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에 사증후군으로 진단한다. NCEP-ATP Ⅲ 기

에 따른 우리나라 성인의 사증후군 유병률은

28.9~31.3%로 1998년에서 2007년까지 증가하다 최근 그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지만[13-15], 일본 16.5%, 국

21.3%, 만 25.5%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 뿐 아니라, 유

럽 11.6-26.3%, 서아시아 26.1%보다 높은 수 이었다

[14]. 선행 메타분석 연구 향 코호트 연구에서

사증후군은 심근경색, 뇌졸 , 치매 등 심․뇌 질환

발생 험을 높이고, 심 질환 모든 요인에 의한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6,17] 장기 측

면에서 심․뇌 질환 방 사망률 감소를 해서

사증후군을 방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다른 성인기보다 더

길기 때문에 이들이 건강한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략이 요하며, 이에 효과 으로 사증후군을 방을

해서는 험요인을 악하고, 험요인에 따라 체계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사증후군의 험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유 요인등 교정 불가능한 요인도있지만

[13,18,19], 신체활동 부족, 음주, 흡연과 같은 건강행태

[15,20,21] 식습 [22-25]과 같은 요인은 생활습 교

정을 통해 사증후군 방 리가 가능하다는 에

서 요하다[26]. 뿐만 아니라, 스트 스[27]나 우울[28]

등 심리 요인도 사증후군의 험과 련이 있으므로

이들 요인에 한 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같이다인가구에비해 1인가구 청년의건강 련 생

활습 이 나쁘고, 심리 건강이 취약할 뿐 아니라

[2,4,10], 세 별로 1인가구가 가지는 건강 련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10] 이들 요인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도 다를 수 있고, 가구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된 건강 리 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국내에서 건강행태 식습 등 생활습

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에 해 생애주기별로는

체 성인[29,30]을 상으로 하거나, 소아․청소년[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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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33,34], 노인[35,36] 등을 상으로 한 연구는 많았지

만, 청년을 상으로 한 연구는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1인가구 상으로 한 연구는 최근 발표된 이 있으나,

이는 성인 체를 상으로 하 고, 심리 요인을 포함

하지않아[37], 청년층의특성을 반 하거나, 심리 요인

의 향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비교함으로써 1인가구청년의 사증후군을 방하기

한 재 략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1.2 연  목적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6기 2차년도와 제7기

1차년도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

의 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이

들 요인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실시되었고, 구체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상태를 비교한다.

둘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사증후군 특성을

비교한다.

셋째,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사증후군에 향

을 미치는 요인을 악한다.

2. 연  

2.1 연 계

본 연구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이들 요인이 사증

후군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실시된 서술 단

면 조사연구로 국민건강 양조사의 원시 자료를 분석한

이차분석 연구이다.

2.2 연 상  료수집

본 연구의 상자는 제6기 2차년도 상자(2014년,

7,550명)와 제7기 1차년도 상자(2016년, 8,150명) 15,700

명 가운데 20-39세 남녀 재 임신 상태인 자를 제외

한 2,682명(1인가구 173명, 다인가구 2,509명)이었다

[38,39]. 국민건강 양조사에서는 표본설계 시 에서 가

장 최근 시 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이

용하여 조사구, 가구를 1, 2차 추출단 로 하는 2단계 층

화집락표본추출방법(two-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

을사용하 다[40,41]. 1차 16개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을

기 으로 추출틀을 층화하고, 성별, 연령, 주거면 비율

등을 내재 층화 기 으로 사용하 으며, 각년도 조사

구는 192개로 표본 조사구 내에서 2014년 20개, 2016년

23개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상

자를 선정하 다[40,41].

국민건강 양조사는 크게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양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세 역에서

연구목 에 부합하는 변수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40,41]. 특히 국민건강 양조사에서는 2014년도부터

우울증선별도구(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42]

를 도입하여 2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40,4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구를활용하여우울증상을

조사한 제6기 2차년도(2014년)와 제7기 1차년도(2016년)

의 2개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38,39].

2.3 연 도

2.3.1 사회학적 특  

인구사회학 특성을 악하기 해 사용한 변수는

건강설문조사 성별, 연령, 개인소득, 교육수 , 경제활

동 상태 다. 연령 는 20-29세, 30-39세로, 개인소득 수

은 상, 상, 하, 하로, 교육수 은 고등학교 졸업 이

하, 학교 졸업 이상으로, 경제활동 상태는취업자, 미취

업자로 분류하 다.

2.3.2 건강행태 

건강행태로는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흡연, 음

주, 유산소 신체활동, 주 건강상태를 악하 고, 검

진조사를 활용하여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에 따른 비만 여부를 악하 다. 흡연은 ‘평생흡연 여부’

‘ 재흡연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 재흡연율’

변수를 사용하여 ‘ 재 흡연자(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

고, 재 담배를 피우는자)’와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

로 분류하 다. 음주는 ‘1년간 음주 빈도’ 변수를 사용하

여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거나 월 1회 미만’, ‘월

1~4회’ ‘일주일에 2회 이상’으로 분류하 다. 신체활동은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변수를 사용하여 ‘일주일에

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는 고강도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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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시간 15분이상 는 강도와 고강도신체활동을섞

어서(고강도 1분= 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

을 실천하는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 다. 주

건강상태는 ‘주 건강상태’ 변수를 사용하여 ‘좋

음’, ‘보통’, ‘나쁨’으로 분류하 다. 체질량지수는 신장

체 을 통해 산출한 체질량지수를 기 으로 한 ‘비만 유

병 여부’ 변수를 사용하 고, ‘비만(체질량지수가

25kg/m2 이상)’과 ‘정상 는 체 (25kg/m2 미만)’으로

분류하 다.

2.3.3 식습

식습 은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아침식사 빈도,

심식사 빈도, 녁식사 빈도, 외식 횟수, 끼니 혼자

식사 여부, 식이보충제 사용 여부, 양표시 이용 여부,

식품안정성을 악하 다. 아침․ 심․ 녁식사 빈도

는 ‘최근 1년 동안 1주 동안 아침․ 심․ 녁식사 빈도’

변수를 사용하 으며, ‘주 5~7회’, ‘주3~4회’, ‘주 1~2회’,

‘거의 안한다(주0회)’로 분류하 다. 외식 횟수는 ‘외식 횟

수’ 변수를 사용하 으며,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

5~6회’, ‘주 4회 이하’로 분류하 다. 끼니혼자식사 여

부는 ‘최근 1년동안아침식사 시가족 가족 외사람과

의 동반 여부’, ‘최근 1년 동안 심식사 시 가족 가족

외사람과의동반여부’, ‘최근 1년동안 녁식사시 가족

가족 외 사람과의 동반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 끼

니를 혼자 식사하는 경우’와 그 지 않는 경우로 분류하

다. 식이보충제 사용 여부는 ‘최근 1년 동안 2주 이상

식이보충제 복용여부’를 사용하여 ‘그 다’와 ‘아니다’로

분류하 다. 양표시 이용 여부는 ‘ 양표시 이용 여부’

변수를 사용하여 ‘사용함’과 ‘사용하지 않음’으로 분류하

다. 식품안정성은 ‘식생활형편’ 변수를 사용하여 ‘충분

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과 ‘그 지 않음’

으로 분류하 다.

2.3.4 심리적 건강

심리 건강상태는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

울증상과 스트 스 인지 정도를 악하 다.

우울증상은 우울증 선별도구 PHQ-9로 측정한 9항목

수의 합인 ‘PHQ-9 수’ 변수를 사용하여 ‘4 이하’

(우울증 아님)와 ‘5 이상’(가벼운 우울증~심한 우울증)

으로 분류하 다[42,43].

스트 스는 ‘평소 스트 스 인지 정도’ 변수를 활용한

‘스트 스 인지율’ 변수를 사용하 으며, ‘스트 스를 많

이 느낌’과 ‘스트 스를 게 느낌’으로 분류하 다.

2.3.5 사 후

NCEP-ATP Ⅲ 진단 기 을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AHA/NHLBI)가 개정한 기 에　따라, 복부비만, 고

성지방 증, 낮은 HDL 콜 스테롤 증, 높은 압, 당

장애 등 5가지 구성요소 3가지 이상이 동반되어 나타

나는 경우 사증후군으로 단하 고[44](Table 1), 이

때 복부비만 기 은 아시아인 한국인 기 에 따라

용하 다[45].

사증후군 단을 해 검진조사 자료 허리둘 ,

성지방, HDL-콜 스테롤, 최종 수축기 압(2, 3차 측

정 평균), 최종 이완기 압(2, 3차 측정 평균), 공복 당

자료를 활용하 고, 건강설문조사 자료 이상지질 증

(약물) 복용, 고 압 의사진단 여부, 압조 제 복용, 당

뇨병 치료(인슐린 주사, 당뇨병약) 변수를 활용하 다.

Measure Categorical cutpoints

Elevated waist
circumference

≥ 90cm in men,
≥ 80cm in women

Elevated
triglycerides

≥150 mg/dL

Reduced HDL-C
< 40 mg/dL in men,
< 50 mg/dL in women or
on drug treatment for reduced HDL-C

Elevated blood
pressure

130 mm Hg systolic blood pressure or
85 mm Hg diastolic blood pressure or
on antihypertensive drug treatment in a patient
with a history of hypertension

Elevated fasting
glucose

100 mg/dL or
on drug treatment for elevated glucose

Table 1. Criteria for clinical diagnosis of metabolic 

syndrome [44,45] 

2.4 료

국민건강 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따라

[40,41], 국민건강 양조사의 목표 모집단인 우리나라 국

민의 표성 정확성을 높이기 해 추출층, 집락, 가

치 등 복합표본 요소를 고려한 복합표본 자료분석 방법

을 사용하 다. 복합표본 요소 분석을 해 층, 집락

해당 조사부문․ 역․항목에 합한 가 치를 이용하

고, 2개 기수의 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 으므로 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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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통합 가 치를 사용하 다[40,41]. 국민건강 양조사

무응답 가 치 조정을 실시하고 있어 특정 조사항목에

해 무응답한 경우에도 자료분석 시에는특정 조사항목

무응답자들의 표본설계정보도 락되지 않고 반 되어

야 하므로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결측

값을 유효하게 처리하 다[40,41].

자료 분석은 IBM SPSS 23.0 로그램을 이용하 고,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행

태, 식습 , 심리 건강상태 사증후군 특성을 비교

하기 해 복합표본 교차분석(Rao-Scott χ2-test)과 복

합표본 일반선형모형 t-검정을 시행하 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복합표본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이 때 교란변수를 통제하기 해 고 압․이상지질

증․허 성 심질환․뇌졸 ․당뇨병의 가족력 여부를

함께 투입하여 보정하 다.

2.5 리적 고려

제6기 2차년도 국민건강 양조사는 질병 리본부 연

구윤리심의 원회의 승인(2013-12EXP-03-5C)을 받아

수행되었고, 제7기 1차년도 조사는 생명윤리법 제2조제1

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

공공복리를 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되었다. 한, 질병 리본부는 개

인정보보호법 통계법을 수하여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만을 연구자에게제공하고 있

고, 학술연구 등의 목 에 한해 제한 으로 공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연  결과

3.1 1 가  다 가  청년  사회학적 특 ,

건강행태, 식습   심리적 건강상태 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인구사회학 특성, 건강

행태, 식습 심리 건강상태를 비교한 결과는Table

2와 같다.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인구학 특성을 비교해

보면, 1인가구 청년의 남성 비율은 63.9%로 다인가구의

52.3%보다 높았고(χ2=10.79, p=.021), 1인가구 청년의 평

균 연령은 28.15±0.46세로 다인가구 평균 29.95±0.20세보

다 낮았다(t=-3.75, p<.001). 1인가구 청년의 취업자의 비

율은 74.8%로 다인가구 청년의 63.5%보다 높았다(χ
2=4.44, p=.036). 한편, 개인 소득수 교육수 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건강행태 재 흡연자의 비율은 1인가구 청년

37.4%로 다인가구 26.2%보다 높게 나타났고(χ2=7.51,

p=.006), 음주 빈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 주 건강

상태, 비만 여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습 을 살펴보면, 1인가구 청년의 아침식사 빈도는

주 5회 이상인 경우가 15.3%, 주 3~4회인 경우가 20.3%,

주 1~2회인 경우가 20.9%, 거의 하지 않는(주0회) 경우가

43.6%로 다인가구 청년의 37.9%, 19.2%, 19.6%, 23.4%에

비해 주5회 이상 식사하는 상자의 비율이 낮고, 거의

하지 않는 상자의 비율이 높았다(χ2=14.12, p<.001). 1

인가구 청년의 외식 빈도는 하루 2회 이상 31.8%, 하루

1회 29.1%, 주 5~6회 12.4%, 주당 3~4회 17.3%, 주 2회 미

만 9.4%로 다인가구 청년의 12.8%, 25.0%, 17.8%, 15.9%,

28.5%보다 하루 2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높고, 주2회

미만 외식하는 비율이 낮았다(χ2=15.52, p<.001). 1인가구

청년 매 끼니를 혼자 식사하는 상자의 비율은

23.9%로 다인가구 청년의 7.0%보다 높았다(χ2=28.40,

p<.001). 심식사빈도, 녁식사 빈도, 식이보충제 섭취

여부, 양표시 이용 여부 식품 안정성에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심리 건강상태에서 우울정도와 스트 스 인지 정도

는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2 1 가  다 가  청년  사 후  

 비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사증후군 5가지 구성요

소의 평균 구성요소별 진단 기 해당 여부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평균 허리둘 는 1인가구 청년 79.87±1.14, 다인가구

청년 79.97±0.25 cm이고, 복부비만 기 에해당되는 상

자는 1인가구 청년 24.6%, 다인가구 청년 25.3%로 1인가

구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평균 성지방 수 은 1인가구청년 124.29±9.41, 다인

가구 청년 125.73±2.65 mg/dL이고, 고 성지방 증 기

에 해당되는 상자는 1인가구 청년 27.1%, 다인가구 청

년 24.9%로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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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One-person
Households
(n1=173)

Multiple-person
Households
(n2=2,509)

Total
(N=2,682) Rao-Scott

χ2/t
p

n1 %2 n1 %2 n1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ex Men 92 63.9% 989 52.3% 1081 53.2% 10.79 .021
Women 81 36.1% 1520　 47.7% 1601 46.8%

Age (yrs) Mean ± SE 28.15±0.46 29.95±0.20 29.81±0.19 -3.75 <.001
20-29 94 62.9% 877 45.8% 971 47.1% 13.30 <.001
30-39 79 37.1% 1,632 54.2% 1,711 52.9%

Personal income Low 58 36.5% 606 25.5% 664 26.4% 2.51 .063

Lower middle 38 21.2% 621 24.7% 659 24.4%
Higher middle 49 26.3% 645 24.4% 694 24.6%
High 28 16.0% 632 25.4% 660 24.7%

Education ≤High school 65 39.3% 932 43.8% 997 43.5% 0.69 .407

(n=2,521) ≥University 100 60.7% 1424 56.2% 1524 56.5%
Economic activity Economically active 129 74.8% 1478 63.5% 1607 64.5% 4.44 .036
(n=2,522) Unemployed or inactive 36 25.2% 879 36.5% 915 35.5%

Health behaviors

Smoking Non-smoker, Ex-smoker 114 62.6% 1902 73.8% 2016 72.9% 7.51 .006
(n=2,608) Current smoker 59 37.4% 533 26.2% 592 27.1%
Alcohol consumption Never or <once a month 43 22.5% 839 31.2% 882 30.5% 2.99 .051
(n=2,608) 1~4 times a month 82 49.0% 1049 45.8% 1131 46.0%

≥twice a week 48 28.5% 547 23.0% 595 23.5%
Aerobic physical activity No 66 36.8% 1018 40.1% 1084 39.8% 0.58 .448
(n=2,521) Yes 99 63.2% 1338 59.9% 1437 60.2%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56 34.7% 869 38.5% 925 38.1% 0.65 .519

(n=2,526) Moderate 84 50.9% 1211 49.7% 1295 49.8%
Bad 25 14.5% 281 11.9% 306 12.1%

BMI (kg/m2) Normal or Underweight (<25) 122 67.8% 1792 69.8% 1914 69.6% 0.30 .586
(n=2,678) Obesity (≥25) 51 32.2% 713 30.2% 764 30.4%

Dietary habits

Frequency of having ≥5 32 15.3% 999 37.9% 1031 36.0% 14.12 <.001
breakfast (times/week) 3~4 32 20.3% 473 19.2% 505 19.3%

1~2 35 20.9% 486 19.6% 521 19.7%
0 74 43.6% 551 23.4% 625 25.0%

Frequency of having ≥5 145 82.4% 2109 84.3% 2254 84.1% 0.39 .674
lunch (times/week) 3~4 21 13.8% 295 11.5% 316 11.7%

≤2 7 3.9% 105 4.2% 112 4.2%
Frequency of having ≥5 138 79.9% 2086 83.4% 2224 83.2% 2.17 .118

dinner (times/week) 3~4 32 18.6% 335 13.2% 367 13.6%
≤2 3 1.5% 88 3.4% 91 3.2%

Frequency of eating out ≥twice a day 47 31.8% 269 12.8% 316 14.3% 15.52 <.001
once a day 53 29.1% 595 25.0% 648 25.3%

5~6 times a week 24 12.4% 439 17.8% 463 17.3%
3~4 times a week 30 17.3% 396 15.9% 426 16.1%
<twice a week 19 9.4% 810 28.5% 829 27.0%

Eating alone No 132 76.1% 2363 93.0% 2495 91.6% 28.40 <.001

at every meal Yes 41 23.9% 146 7.0% 187 8.4%
Taking dietary Yes 77 44.0% 988 37.8% 1065 38.3% 2.14 .145
supplements No 96 56.0% 1521 62.2% 1617 61.7%
Food label use Yes 59 32.3% 1003 37.8% 1062 37.4% 1.79 .182

No 114 67.7% 1506 62.2% 1620 62.6%
Food security Sufficient 95 53.9% 1352 54.3% 1447 54.2% 0.01 .918
(n=2,680) Insufficient 78 46.1% 1155 45.7% 1233 45.8%

Psychological health

PHQ-9 Mean±SE 3.38±0.36 2.98±0.08 3.02±0.09 1.12 .264

(n=2,512) ≤4 117 73.4% 1776 76.0% 1893 75.8% 0.65 .420
≥5 48 26.6% 571 24.0% 619 24.2%

Stress Low 115 66.7% 1574 66.0% 1689 66.1% 0.03 .865
(n=2,608) High 58 33.3% 861 34.0% 919 33.9%

BMI=Body Mass Index; PHQ=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1Unweighted 2Weighted

Table 2.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behaviors, dietary behaviors, psychological health status

(N=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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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HDL 콜 스테롤은 수 은 1인가구 청년

52.82±1.36, 다인가구 청년 52.50±0.30 mg/dL이고,

HDL콜 스테롤 증 기 에 해당되는 상자는 1인가구

청년 24.1%, 다인가구 청년 25.3%로 1인가구 여부에 따

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1인가구 청년의 압은 수축기 압 평균 114.66±1.34

, 이완기 압 평균 76.37±1.01 mmHg으로 다인가구 청년

의 수축기 압 평균 110.98±0.30(t=2.69, p=.007), 이완기

압 평균 73.77±0.26 mmHg보다 높았고(t=2.47, p=.014),

1인가구 청년 고 압 기 에 해당되는 상자는

22.9%로 다인가구 청년의 15.2%보다 높았다(χ2=6.03,

p<.001).

평균 공복 당은 1인가구 청년 92.27±0.95, 다인가구

청년 92.74±0.44 mg/dL이고, 당 장애 기 에 해당되는

상자는 1인가구 청년 16.3%, 다인가구 청년 14.9%로 1

인가구 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증후군 기 에 해당되는 상자는 1인가구 청년

14.8%, 다인가구 청년 13.6%로 1인가구 여부에 따른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3.3 1 가  다 가  청년  건강행태, 식습 , 

심리적 건강  사 후 에 미치는 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건강행태, 식습 , 심리

건강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비교하기 해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고 압․이상지질 증․허 성 심질환․뇌졸 ․당

뇨병의 가족력을 보정한 상태에서 1인가구 청년의 사

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주 건강

상태, 비만여부, 아침식사빈도, 매끼니 혼자 식사 여부,

양표시 이용 여부, 우울증상 정도, 스트 스 인지 정도

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에서

(Adjusted OR: 15.30, 95% CI: 1.28-183.10), 20 보다 30

에서(Adjusted OR: 22.76, 95% CI: 2.44-212.64), 주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보다 나쁜 경우(Adjusted OR:

89.90, 95% CI: 1.60-5045.96), 정상 는 체 군인경우

보다 비만인 경우(Adjusted OR: 13564.55, 95% CI:

Variables Categories

One-person
Households
(n1=173)

Multiple-person
Households
(n2=2,509)

Total(N=2,682) Rao-Scott χ2

/ t
p

n1 %2 n1 %2 n1 %2

Waist circumference (cm) Mean±SE 79.87±1.14 79.97±0.25 79.96±0.26 -0.08 .934

(n=2,674) No 131 75.4% 1840 74.7% 1971 74.8% 0.03 .862

Yes 42 24.6% 661 25.3% 703 25.2%

Triglycerides (mg/dL) Mean±SE 124.29±9.41 125.73±2.65 125.61±2.55 -0.15 .884

(n=2,577) No 122 72.9% 1868 75.1% 1990 74.9% 0.35 .553

Yes 43 27.1% 544 24.9% 587 25.1%

HDL-C (mg/dL) Mean±SE 52.82±1.36 52.50±0.30 52.53±0.30 0.23 .819

(n=2,577) No 125 75.9% 1763 74.7% 1888 74.8% 0.09 .760

Yes 40 24.1% 649 25.3% 689 25.2%

Blood pressure (mmHg) SBP, Mean±SE 114.66±1.34 110.98±0.30 111.27±0.30 2.69 .007

(n=2,672) DBP, Mean±SE 76.37±1.01 73.77±0.26 73.98±0.25 2.47 .014

No 134 77.1% 2158 84.8% 2292 84.2% 6.03 .015

Yes 38 22.9% 342 15.2% 380 15.8%

Fasting glucose (mg/dL) Mean±SE 92.27±0.95 92.74±0.44 92.70±0.41 -0.45 .656

(n=2,577) No 138 83.7% 2030 85.1% 2168 85.0% 0.17 .680

Yes 27 16.3% 382 14.9% 409 15.0%

The number that meets Mean±SE 1.14±0.11 1.06±0.03 1.07±0.03 0.66 .508

diagnostic criteria for 0 70 41.4% 1039 43.6% 1109 43.4% 0.18 .965

metabolic syndrome 1 42 25.9% 642 26.0% 684 26.0%

(n=2,566) 2 28 17.9% 400 16.8% 428 16.9%

3 14 9.1% 209 8.9% 223 8.9%

4 7 4.1% 86 3.7% 93 3.7%

5 3 1.7% 26 1.0% 29 1.1%

Metabolic syndrome No 140 85.2% 2081 86.4% 2221 86.3% 0.21 .651

(n=2,566) Yes 24 14.8% 321 13.6% 345 13.7%

HDL-C=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BP=systolic blood pressure, DBP=diastolic blood pressure
1Unweighted 2Weighted

Table 3. Component of metabolic syndrome     (N=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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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One-person Households Multiple-person Households

Adjusted OR* 95%CI Adjusted OR* 95%CI

Sex Women 1.00 　　 1.00 　　

Men 15.30 1.28-183.10 1.58 1.01-2.47

Age (yrs) 20-29 1.00 　　 1.00 　　

30-39 22.76 2.44-212.64 2.14 1.44-3.16

Personal income Low 1.00 　　 1.00 　　

Lower middle 0.99 0.07-14.22 0.77 0.49-1.22

Higher middle 8.16 0.30-221.10 0.97 0.61-1.53

High 0.15 0.01-2.06 0.85 0.53-1.35

Economic activity Economically active 1.00 　　 1.00 　　

Unemployed or inactive 0.06 0.00-6.90 1.20 0.79-1.82

Smoking Non-smoker, Ex-smoker 1.00 　　 1.00 　　

Current smoker 0.03 0.00-1.25 1.36 0.91-2.04

Alcohol consumption Never or <once a month 1.00 　　 1.00 　　

1~4 times a month 13.91 0.23-824.50 0.61 0.40-0.93

≥twice a week 0.35 0.02-5.86 0.83 0.53-1.32

Aerobic physical activity Yes 1.00 　　 1.00 　　

No 0.63 0.06-7.08 1.01 0.73-1.40

Subjective health status Good 1.00 　　 1.00 　　

Moderate 4.41 0.06-303.47 1.46 1.01-2.10

Bad 89.90 1.60-5045.96 1.61 0.91-2.85

BMI (kg/m2) Normal or Underweight (<25) 1.00 　　 1.00 　　

Obesity (≥25) 13564.55 7.89-23320005.55 10.62 7.25-15.55

Frequency of having ≥5 1.00 　　 1.00 　　

breakfast (times/week) 3~4 1320.49 2.43-718101.80 1.13 0.69-1.86

1~2 186.70 1.03-33983.12 1.31 0.82-2.08

0 582.26 4.35-77857.98 1.34 0.84-2.14

Frequency of having ≥5 1.00 　　 1.00 　　

lunch (times/week) ≤4 0.18 0.01-4.36 0.86 0.52-1.43

Frequency of having ≥5 1.00 　　 1.00 　　

dinner (times/week) ≤4 0.00 0.00-1.35 0.76 0.48-1.20

Frequency of eating out ≤twice a week 1.00 　　 1.00 　　

3~4 times a week 0.27 0.02-4.10 0.79 0.45-1.37

5~6 times a week 3.46 0.03-372.36 0.86 0.48-1.54

once a day 2.14 0.08-54.16 1.15 0.71-1.86

≥twice a day 0.10 0.00-46.49 1.48 0.82-2.68

Eating alone No 1.00 　　 1.00 　　

at every meal Yes 13.39 1.00-178.49 1.46 0.78-2.71

Taking dietary Yes 1.00 　　 1.00 　　

supplements No 4.92 0.17-138.71 1.23 0.84-1.80

Food label use Yes 1.00 　　 1.00 　　

No 60.13 2.28-1585.12 0.80 0.56-1.13

Food security Sufficient 1.00 　　 1.00 　　

Insufficient 18.81 0.21-1673.22 1.31 0.94-1.84

PHQ-9 ≤4 1.00 　　 1.00 　　

≥5 0.06 0.00-0.86 0.96 0.61-1.52

Stress Low 1.00 　　 1.00 　　

High 174.17 6.95-4367.17 1.01 0.68-1.51

BMI=Body Mass Index; PHQ=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Family histories of hypertension, dyslipidemia, ischemic heart disease, cerebral accident, and diabetes mellitus were also adjusted.

Table 4. Influencing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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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23320005.55)에 사증후군 험이 증가하 다.

한, 아침식사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보다 3~4회

(Adjusted OR: 1320.49, 95% CI: 2.43-718101.80), 1~2회

(Adjusted OR: 186.70, 95% CI: 1.03-33983.12), 0회

(Adjusted OR: 582.26, 95% CI: 4.35-77857.98)인 경우에,

매 끼니를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 그 지 않은 경우보다

(Adjusted OR: 13.39, 95% CI: 1.00-178.49), 양표시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Adjusted OR:

60.13, 95% CI: 2.28-1585.12), 스트 스를 게받은 경우

보다 많이 받은 경우에(Adjusted OR: 174.17, 95% CI:

6.95-4367.17) 사증후군 험이 증가하 다. 반면 우울

증상 수가 4 이하인 경우보다 5 이상인 경우에

(Adjusted OR: 0.06, 95% CI: 0.00-0.86) 사증후군 험

이 감소하 다.

다인가구 청년의 사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음주 빈도, 주 건강상태, 비만 여부로 나

타났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에서

(Adjusted OR: 1.58, 95% CI: 1.01-2.47), 20 보다 30

에서(Adjusted OR: 2.14, 95% CI: 1.44-3.16), 주 건

강상태가 좋은 경우보다 보통인 경우(Adjusted OR: 1.46,

95% CI: 1.01-2.10), 정상 는 체 군인 경우보다 비만

인 경우(Adjusted OR: 10.62, 95% CI: 7.25-15.55)에 사

증후군 험이 증가하 다. 반면, 음주 빈도가 ‘ 마시

지 않거나 월 1회 미만’인 경우보다 ‘월 1~4회’인 경우에

사증후군 험이 감소하 다(Adjusted OR: 0.61, 95%

CI: 0.40-0.93).

4. 논

본 연구는 우리나라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건강

행태 식습 , 심리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이들 요인

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요인을 악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 1인가구 청년의 비경제활동

인구는 25.2%로 다인가구 청년 36.5%에 비해 낮은 반면,

개인 소득수 이 ‘하’인 상자가 36.5%로다인가구 청년

25.5%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이는청년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비경제활동 비율이 낮고, 기

보장 수 률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지지하는 것이다

[4]. 그러나 이러한소득 불안정성은식사, 건강 리 등에

비용을 여 건강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46] 경제

으로 취약한 1인가구 청년층이 건강한 생활습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극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 청년의 흡연율은 37.4%로 다인가구 청년 26.2% 보

다 유의하게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 1인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흡연과 같은 건강 험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 다[10]. 흡연은 사증후

군[15,21] 뿐 아니라, 각종 호흡기질환, 구강암, 심 질

환, 정신질환 등의 발생 험을 높이는 주요 험요인이

므로[21], 각종 질병 이환을 방하기 해서 연 재

는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기효능감, 지각된

장애, 행동의 계기 등의 건강신념이 흡연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47-49] 청년

층을 상으로 연 재 로그램을 계획할 때, 자기효

능감, 지각된 장애, 행동의 계기 등 건강신념을 향상시키

는 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스트 스를 많이

받을수록 흡연 등 건강 험행동을 할 험이 높고[50],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난[48] 선행연구 결과는 스트 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

문제를 하게 리하지 못하면 부 한 처기

으로써 흡연을 활용할 수있다는 을 시사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스트 스와 우울이 사증후군의 요한

험요인이기 때문에[27,28] 연 그 자체뿐 아니라, 더 나

아가 사증후군 방을 해서도 청년의 스트 스

우울 등 심리 문제를 효과 으로 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상자의 식습 을 살펴보면, 1인가구에서 아

침식사를 5회 이상 규칙 으로 하는 상자의 비율은

15.3%로 다인가구 37.9%보다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20-30 1인가구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86.1~86.6%라고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8]. 그러나아침식사

를 결식하는 경우에비타민 C, 엽산칼슘, 철등 비타민과

무기질을 권장섭취량 보다 부족하게 섭취하게 되고

[51,52], 규칙 식사, 천천히 식사하기, 다양한 음식 섭취

등의 식행동이 부 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51], 아침

식사 결식으로 인한 양 결핍을 방지하고, 올바른 식습

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한 양 교육 재가

필요하다. 한, 본 연구에서 1인가구 청년에서 하루 2회

이상 외식하는 경우가 약 31.8%로 다인가구 청년의

37.8%보다 높았는데, 이는 1인가구 20-30 에서 하루 2

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33.0~39.0%이고[8], 1인가구 성

인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외식 빈도가 높은것[37]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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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외식을통한 열량 섭취 정도가 높은경우, 열량

지방 섭취율은 높은 반면, 식이섬유, 비타민 B1, 칼슘,

인, 칼륨, 철 등 미량 양소의 섭취율은 낮은 것으로 보

고되어[53] 외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 양 불균형의 험

이 높음을 시사하 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보다 자취,

하숙, 기숙사 거주 등 혼자 사는 경우에 식습 이 더 나

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49], 1인가구의 경우 시간 부

족과 귀찮음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며, 직 조

리보다는 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8] 1인가구

청년을 해 보다 간편하고 조리하기 쉬우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식습 개

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 1인가구에서 매 끼니를

혼자 식사하는 ‘혼밥’의 경우도 23.9%로 다인가구 8.4%

보다 하게 높았는데, 이는 1인가구 증가와 함께 ‘혼

밥’이 사회 트 드로 자리 잡은 상을 반 하고 있다

[7]. 그러나 ‘혼밥’을할 때시간, 비용 등편의성과 효율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54-57] 충 식사를 하거나,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먹거나, 많은 양을 먹거나 빨리 먹

게 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58]. 한, 자발 으로 ‘혼밥’을 하거나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해 ‘혼밥’을 하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지만

[54], 그 지 않은 경우 혼자 식사할 때 소외감을 느끼거

나, 사회 시선에 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며[59],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긴 경우에 우울 증상이 증가하게 된다

는 선행연구[60] 결과는 ‘혼밥’으로 인한 심리 문제 발

생 가능성을 시사하 다. 함께 하는 식사는 심리 즐거

움 획득 사회 계 형성이라는 심리사회 요소

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58,59], 1인가구 혼밥족에 한

근을 할 때 양학 측면 뿐 아니라, 심리사회 측면

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1인가구 혼밥족을

해 다양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편가정식, 편의

도시락 등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고[7,61], 혼밥족이 함께

식사하기 해 만나는 ‘소셜다이닝’[59]이나 혼밥족을

한 어 리 이션[62] 등이 새롭게 두되고 있는데, 이러

한 시도가 ‘혼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학 ․심

리사회 문제에실질 인 안이 될 수 있는지, 그 효과

와 역기능에 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인

에코세 는 고령층인 베이붐세 보다 건강보다는 간

편성이나 맛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63] 1인가구청년의식습 으로 인해발생할수 있는 문

제를 방하기 해서는 세 별 특성을반 하여 간편하

고, 맛있으면서도 균형 잡힌 양소를 포함한 음식을 섭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증후군 기 에 해당되는 상자는 1

인가구 청년 14.8%, 다인가구 청년 13.6%로 1인가구 여

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그 향요인에서는

일부 차이를 보 다. 1인가구 다인가구 청년에게 공통

으로 나타난 사증후군 향요인은 성별, 연령, 비만,

주 건강상태로나타났다. 여성보다남성에서, 20 보

다 30 에서 사증후군의 험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50 이 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높고

[13,20],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증후군의 험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된[15,20]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정상 는 체 군보다 비만

군에서 사증후군의 험이 높고, 비만이 사증후군의

가장 요한 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에

서 비만이 사증후군의 주요한 험요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15,20,64]. 특히 연령이나

성별과 다르게 비만은 생활양식에 향을 받는 교정 가

능한 요인이자[44], 본 연구에서 사증후군에 가장 요

한 요인으로 확인된 바, 사증후군 리 방을 해

서 비만 교정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주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보통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에 좋다고 인지하는 경우에 비해 사증후군 험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 건강인식은 건강문제 발

생을 측할 수있는 지표로써[65] 주 건강상태가

사증후군의 측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66].

식습 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1인가구청년에서 아침식사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보다 그 지 않은 경우(0회, 1~2회, 3~4회)에 사증

후군 험이 높았는데, 이는 20-30 에서 아침식사를 결

식하는 경우에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보다 이상지질 증

험이 1.24~1.4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 결과와

도 유사하며[22],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경우에 지방 에

지 섭취분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67], 아침식사

결식이 에 지, 지방 등 실질 양소 섭취에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에 지와 지방이 풍부한 패스트푸드

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죽상경화증 등을 일으키는 산

화스트 스가 증가되는 반면[68], 조리하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수있도록가공된곡류인RTEC (ready-to-eat-cereal)

를 아침식사로 섭취하는 경우에 각 사증후군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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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22], 사증후군

방에서 아침식사의 횟수 뿐 아니라, 아침식사의 내용

한 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1인가구 청년의 사증후

군 심 질환을 방하기 해서규칙 으로 건강한

아침식사를할수있도록 양교육을제공할필요가있다.

한, 본 연구에서 매 끼니를 혼자 식사하는 1인가구

청년의 경우, 그 지 않는 경우보다 사증후군 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혼밥’은 새로운 사회 상

으로 아직까지 혼밥 그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해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 인스턴트 음식 섭

취나 빠르거나 많은 양의 음식 섭취 등이 부 한 식습

이 발생할 수있고[58], 육류 심의 식습 [23]이나 빠

른 식사 속도[24], 폭식[25] 등이 사증후군의 험을 높

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혼밥과 련된 잘못된 식습 이

나 식행동이 사증후군과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혼자 식사하는 경우에 소외감이나 사회 계 단

등의 심리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55,58,59],

외로움, 심리 문제, 사회 환경, 친구 계[69,70] 등 심

리사회 요인은 사증후군의 험을 증가시킬수 있으

므로 사증후군 방을 해 혼밥족의 심리 문제에

한 근 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1인

가구 청년에서 양표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하

는 경우보다 사증후군 험이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

는데, 양표시 이용을 하는 경우에 사증후군 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도 유사하 다

[37,71]. 양표시이용은 식품선택에 향을 미쳐 궁극

으로는 건강개선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므로[72] 양성

분에 해 심을 가지고, 양표시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심리 요인이 사증후군에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1인가구 청년에서 스트 스를 게 받은 경우보다 많이

받은 경우에 사증후군 험이 증가하는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향 코호트 연구를 상으로 한 체계 고

찰 연구에서 만성 스트 스가 사증후군발생 험요인

으로 나타난 기존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27], 사

증후군 방을 해 스트 스 리 략이 필요하다는

것을나타낸다. 반면, 본 연구에서우울증상이 심한경우

에 오히려 사증후군 험이 감소하는것으로 나타났는

데, 국내 성인을 상으로한 선행연구결과, 일부 연구에

서는 우울 증상이 있는 경우에 사증후군 험이 증가

한다고 보고된 반면[73-75], 다른 연구에서는 다른 요인

을 보정한 상태에서 성인의 사증후군과 우울증 간에는

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도 있어[76,77]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울 증상의 하

나로 식욕 하가 나타날 수있는데[43], 에 지, 지방, 콜

스테롤 등 과잉 섭취가 사증후군의 험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볼때[78], 우울과 련된 식이 섭취감소가

사증후군 험을 다소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향 코호트 연구에 한 메타분석 결과에서 우울은

사증후군 험을 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28], 장기

측면에서 사증후군 험을 감소시키기 해서는 우

울 증상에 한 리 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침식사 횟수, 매 끼니 혼자 식사 여

부, 식품표시 이용 등 식습 우울, 스트 스 등 심리

건강은 1인가구 청년에서만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식단[23,79]이나 실질 양소 섭취

[78,80,81], 가족의 지지나 사회 계[70] 등과 같은

사증후군 발생에 향을 미치는 어떠한 요인이 다인가구

에서 완충․보호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후속연구를 통해 다인가구의 완충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1인가구 청년의 사증후군 방 략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음주 빈도는 다인가구

청년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 마시지 않

거나 월 1회 미만’ 음주하는 경우에 비해 ‘월 1~4회’ 음주

하는 경우에 사증후군 험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 연구에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소량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사증후군 험이 다소

낮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지만, 동일 연구에서 과

량음주자의 경우 오히려 사증후군 발생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82],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해서 건강한 음주 습 에 한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1인가구와다인가구 모두에서 신체

활동과 흡연이 사증후군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흡연[20,37,66,83], 운동[20,66,84]

등이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

다. 그러나 이는 선행연구에서 재 흡연군은 비흡연

군이나 과거흡연군에 비해 사증후군 비율이 높고[84],

흡연과 운동이 사증후군의 주요 험요인이라는 보고

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15,21]. 이러한 결과는 본 연

구 상자가 20-30 로 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건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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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요인이 아직까지 건강문제에 향을미치지 않았거나,

이미 건강문제를 진단받은 경우에 건강 험행동을 단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향 연구에

한 메타분석 결과에서 높은 수 의신체활동은 사증후

군 발생 험을 낮추고[85], 흡연은 발생 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86] 이들 요인이 당장의 건

강문제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장기 인 측면에서이들 건

강행태 교정을 통해 사증후군을 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성을 가진 표본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

해 건강 리에 취약한 1인가구 청년의 사증후군 험

요인을 규명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

인가구와는 다르게 1인가구에서 아침식사 빈도, ‘혼밥’,

식품표시 이용 등식습 과 스트 스, 우울 등 심리 건

강이 사증후군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식이와 생활습 교정 재는 사증후군 발생 험 뿐

아니라 심각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26] 건강교육이나 행

동교정 등을 통해 생활습 을 교정하여 사증후군 험

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새로운 사회 상 하나인 ‘혼밥’이 1인가구

청년의 건강에 부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매 끼니를 혼자 식사하는 혼밥족에 한 심을 가지고,

건강에 한 부정 향을 방․해결할 수 있는 재

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 조사 연구로 인과 계를

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향 코호트 연구 등

을 통해 인과 계를 확인할것을 제언한다. 한, 본연구

에서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의 사증후군 향요인의

차이는 확인되었으나 명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은 바,

향후 연구를 통해 다인가구에서 나타난 보호․완충요인

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1인가구 청년을 한 건강 리

증진 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 제6기 2차년도와 제7기

1차년도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

의 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상태를 비교하고, 이

들 요인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해

실시되었고, 20-39세 청년 2,682명(1인가구 173명, 다인

가구 2,509명) 자료를 분석하 다.

1인가구 청년은 다인가구에 비해 흡연자의 비율이 높

고,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 외식 빈도가 하루

1~2회 이상인 경우, 매 끼니를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

았다. 1인가구 다인가구 청년에게 공통 으로 유의하

게 나타난 사증후군 향요인은 성별, 연령, 비만, 주

건강상태 고, 1인가구 청년에게만 유의한 요인은 아

침식사 빈도, 매 끼니 혼밥 여부, 식품표시 이용 여부, 스

트 스, 우울이었고, 다인가구 청년에게만유의한 요인은

음주 다.

본 연구는 1인가구와 다인가구 청년의 건강행태, 식습

심리 건강이 사증후군에 미치는 향에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1인가구의 사증후군 방

을 한 재 계획을 수립할 때 차별화된 략이 필요함

을 나타낸다. 본연구결과를토 로 1인가구 청년의 사

증후군 방을 한 정책 재 략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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