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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utrient intake and level of de-

pressive symptoms. A total of 5,761 subjects with depression were selected for the main data analysis from a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6), and were divided into low de-

pressed and high depressed groups.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χ
2-test, logistic re-

gression, and t-test using SPSS 24.0 statistic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according to sex (P＜0.001), age (P＜0.001), income (P＜0.001), and education (P＜0.001). 

Regarding the health behavior, higher stress levels (P＜0.001) and smoking habit (P＜0.001) appeared to be 

strongly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depression. On the other hand,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depres-

sive symptoms was lower when the number of walking days per week was more than 3 days (P＜0.05), 

when the number of working days per week was more than 5 days (P＜0.01), and the rate of aerobic phys-

ical activity was higher. Based on the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2015’, the subjects in the low 

depression group showed better intake of energy and 22 nutrients than the high depression group.

Key words : depressive symptoms, PHQ-9,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 nutrition, health behavior,

adult, nutrient intake

서 론

세계보건기구는 전체 질병 중 우울증의 질병부담 

순위가 2000년에 11위였으나, 2010년에 9위로 상승

하였고(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2030년경에

는 1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심장질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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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흔한 질환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Peveler 등 

2002). 또한 한국에서도 500개 질병의 진료순위 중 

우울증은 110위라고 보고하였다(Korea Statistics 

2016). 우울증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또한 전 세계적

으로 질병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고령화, 생활습관의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그 유병률은 점차 증가

하는 추세이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우울증의 증상으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슬픔, 낙담, 비참함, 공허함 등을 느끼는 ‘정

서 증상’은 심하면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쾌감이 상실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두 번째는 일

상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잃게 되는 ‘동기 

증상’이다. 세 번째 ‘행동 증상’은 우울하지 않은 사

람에 비해 비교적 활동적이지 않다. 네 번째 ‘인지 

증상’은 우울증상이 심할수록 자신에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인지를 형성한다. 다섯 번째는 ‘신체 증상’

을 보이는데 심한 두통, 소화불량, 반복적인 어지러

움 등을 느낀다(Comer 2013; Oh 2015).

우울증과 건강행태의 관련성 연구에서 우울증 증

상이 있는 사람들은 음주, 낮은 수준의 운동량, 비

만, 불충분한 수면 등을 행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Holahan 등 2004; Bonnet 등 2005a; Bonnet 등 

2005b; Choi 등 2006; Hyun 2017). Lee 등(2014)에 의

하면 성별, 연령, 소득수준, 직업 유무, 교육수준, 흡

연, 고위험 음주, 주관적 건강, 만성질환, 활동 제한, 

질병 등이 우울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식습관이 불규칙할 경우 신체적 건강과 함께 심리

적, 정신적 건강도 저해되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

은 건강한 삶의 유지와 관련이 깊고 건강상태를 결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Park & Park 2014; Kim 

2017). Kim 등(1993)은 여성에서 음주 및 흡연이 우

울증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열량 및 단백질의 섭

취가 우울증 집단이 비우울 집단에 비해 비교적 낮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정상

인보다 단백질 급원식품을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는 우울증의 발병 및 지속기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울증은 세로

토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감마아미노뷰티르산

(GABA)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결핍과 관련이 있

다(Brown 등 1982; Diehl & Gershon 1992; Stockmeier 

1997;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2002; Rush 

2007). ω-3계 지방산, 비타민 B 복합체, 마그네슘의 

적은 섭취(Grubb 1990; Bell 등 1991; Young 2007)는 

트립토판의 섭취를 낮추고 이로 인해 세로토닌의 

합성이 저하되면서 우울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Rao 등 2008). 또한 식이요법과 약

물치료로 인한 혈장 콜레스테롤 감소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에서 필수지방산인 

ω-3계 지방산, ω-6계 지방산의 불균형과 ω-3계 지

방산의 결핍은 저혈장 콜레스테롤과 관련하여 우울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Bruinsma & 

Taren 2000). Bourre(2006)은 비타민 B 복합체를 적게 

섭취하면 우울증을 일으키며, 청소년기의 인지기능

에 변화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증이 증가됨에 따라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시

급한 실정이나 국내 대부분의 우울과 관련된 연구

는 의사에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 여성, 노인

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 연구이므로 일반 성인의 우

울 증상과 관련된 요인과 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Hur & Yoo 200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설문조사, 검진

조사, 영양조사 중 1개 이상 조사에 참여한 10,806명 

중 만 19세 이상은 6,382명이었다. 이중 우울증선별

도구인 PHQ-9 조사의 응답자를 선별하였고, 이에 

본 연구의 최종 대상자는 5,761명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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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및 방법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개인 소득수준, 가구 소득수준, 교육

수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건강행태

월간 음주율, 스트레스 인지율, 현재 흡연율, 1주

일간 걷기 일수,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 유산소 신

체활동 실천율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영양소 섭취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1일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량을 확인하였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KDRIs,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6)’을 토대로 에너지

와 22가지 영양소인 수분,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섭취량을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1) PHQ-9(Patient Health Questiojnnaire-9)의 

점수 구분 기준

Spitzer 등(1999)에 의해 개발된 PHQ-9는 우울증상

선별도구인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PHQ-9는 일차

적으로 접하기 쉬운 정신질환들을 감지하고 주요 우

울장애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2주 동안 얼마나 이러

한 문제를 자주 겪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다. 응

답은 ‘전혀 아니다’, ‘여러 날 동안’, ‘1주일 이상’, 

‘거의 매일’의 4점 척도로 평가되며, 점수의 범위는 

0∼2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PHQ-9는 전 세계 10여 개 이상의 나라에

서 사용하고 있고 Han 등(2008)에 의해 한국에서도 

충분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였으며, 절단점이 연구

되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0∼9점을 저우

울증상군(Low Depressive Symptoms group, LDS group), 

10∼27점을 고우울증상군(High Depressive Symptoms 

group, HDS group)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통계처리

우울증상 수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복합표본 χ2-test를, 건강행태는 복합표

본 χ2-test 또는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처리하여 오즈비를 구하였으며, 건강상태와 영양소

섭취는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 또는 복합표본 

t-test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24.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P＜0.05 기

준으로 하였다.

결 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울증상 수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

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개인 소득수준, 가구 소득

수준, 교육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으며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상 수준이 높은 결과를 보

였다(χ2=27.222, P＜0.001). 연령의 경우 중년층(30∼

49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장년층(50∼64세)과 노

년층(65∼74세)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χ2=8,290.820, 

P＜0.001). 그리고 개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

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χ2=72.927, P＜0.001), 

가구 소득수준 역시 낮을수록 우울증상 수준이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χ2=122.589, P＜0.001). 또한, 

우울증상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χ2=59.162,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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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oristics by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Variables

Depressive Symptoms Level
Total

χ
2LDS group1) HDS group2)

(n=5,406) (%) (n=355) (%) (n=5,761) (%)

Sex 27.222***

  Male 2,364 43.7 106 29.9 2,470 42.9

  Female 3,042 56.3 249 70.1 3,291 57.1

  Total 5,406 100.0 355 100.0 5,761 100.0

Age (years) 8,290.820***

  19∼29 624 11.5 44 12.4 668 11.6

  30∼49 2,016 37.3 97 27.3 2,113 36.7

  50∼64 1,452 26.9 81 22.8 1,533 26.6

  65∼74 811 15.0 86 24.2 897 15.6

  75≤ 503 9.3 47 13.2 550 9.5

  Total 5,406 100.0 355 100.0 5,761 100.0

Income (Individual)  72.927***

  Low 1,261 23.3 152 42.8 1,413 24.5

  Middle low 1,345 24.9 93 26.2 1,438 25.0

  Middle high 1,369 25.3 70 19.7 1,439 25.0

  High 1,416 26.2 40 11.3 1,456 25.3

  No answer 15 0.3 0 0.0 15 0.3

  Total 5,406 100.0 355 100.0 5,761 100.0

Income (Household) 122.589***

  Low 942 17.4 151 43.5 1,093 19.0

  Middle low 1,324 24.5 95 26.8 1,419 24.6

  Middle high 1,510 27.9 73 20.6 1,583 27.5

  High 1,615 29.9 36 10.1 1,651 28.7

  No answer 15 0.3 0 0.0 15 0.3

  Total 5,406 100.0 355 100.0 5,761 100.0

Education 59.162***

  ≤Elementary 1,080 20.0 140 39.4 1,220 21.2

  Middle 546 10.1 47 13.2 593 10.3

  High 1,748 32.3 93 26.2 1,841 32.0

  ≥University 2,025 37.5 75 21.1 2,100 36.5

  No answer 7 0.1 0 0.0 7 0.1

  Total 5,406 100.0 355 100.0 5,761 100.0
1) LDS group: Low Depressive Symptoms group 
2) HDS group: High Depressive Symptoms group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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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dds ratios (95% CIs) for Risk of high level of de-
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drinking, subjective 
stress, smoking, and physical activity status.

Variable
Depressive Symptoms Level

β Exp (β)

Monthly drinking rate (No)1)

  Yes –0.172 0.842

Stress perception (Feeling less)

  Feel a lot 2.298 9.956***

Current smoking rate (past, non)

  Currently smoking 0.671 1.955***

Walking (Never)2)

  1∼2 days –0.268 0.765

  3∼4 days –0.550 0.577**

  5∼6 days –0.654 0.520**

  Everyday –0.425 0.654*

Muscle (Never)3)

  1∼2 days –0.584 0.558

  3∼4 days –0.538 0.584

  5 days≤ –1.029 0.357**

Aerobic (Do not practice)4)

  Practice –0.314 0.731*
1) Reference group
2) Walking days/week
3) Muscle activity/week
4) Aerobic exercise practice rate
*P＜0.05, **P＜0.01, ***P＜0.001

2. 건강행태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월간 음주율을 제외하고 스

트레스 인지율, 현재 흡연율, 1주일간 걷기 일수,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Table 2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

끼는 편인 응답자의 구성비로 ‘스트레스 적게 느낌’

보다 ‘스트레스 많이 느낌’인 경우에 우울증상을 겪

을 가능성이 9.9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현재 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응답자의 구성비로 ‘과거흡연, 

비흡연’보다 ‘현재 흡연’인 경우에 우울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1.9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1주

일간 걷기 일수는 최근 1주일 동안 한 번에 최소 10분 

이상 걸은 날에 대한 것으로 ‘전혀 안함’보다 ‘3∼4일’

인 경우 우울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0.577배 낮은 것

으로 나타났고(P＜0.01), ‘5∼6일’인 경우 0.520배 낮

았으며(P＜0.01), ‘매일’인 경우 0.654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는 ‘전혀 

하지 않음’보다 ‘5일 이상’인 경우에 우울증상을 겪

을 가능성이 0.35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

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

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

어서 실천한 응답자의 구성비로 ‘실천하지 않음’보

다 ‘실천’인 경우에 우울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0.731

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3. 영양소 섭취

에너지와 22가지 영양소인 수분, 단백질, 지방, 포

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n-3

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콜레스테롤, 탄수화물, 식

이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티아

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의 LDS와 HDS 두 

집단의 1일 평균 영양소섭취량 평균을 비교하였으

며 Table 3,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29세 남성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P＜0.05), 

지방(P＜0.01), 포화지방산(P＜0.05), 단일불포화지방

산(P＜0.05), 다가불포화지방산(P＜0.01), n-3계 지방

산(P＜0.01), n-6계 지방산(P＜0.01), 콜레스테롤(P＜ 

0.05), 칼슘(P＜0.01)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

다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

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

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과 함께 비교한 결과, 에너지 및 다량영

양소에서 HDS군과 LDS군의 에너지 섭취량은 에너지 

필요추정량(2,600 kcal/일)의 79.3%, 99.1%로 HDS군이 

낮았고, 지방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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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take of energy and nutrients by age group and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n males.

Variables

Male

19≤years≤29 (n=244)
t-value

30≤years≤49 (n=739)
t-value

50≤years≤64 (n=530)
t-value

LDS group HDS group LDS group HDS group LDS group HDS group

Energy (kcal) 2,576.5±68.91) 2,061.5±239.7 2.056* 2,563.9±40.4 2,170.0±170.6  2.233* 2,382.3±54.1 1,995.4±228.3  1.631

Water (g) 1,294.5±42.8 1,072.8±216.9 1.011 1,483.3±33.8 1,080.9±167.2  2.367* 1,351.2±47.4 1,181.7±348.4  0.484

Protein (g)  101.3±3.7   79.5±12.0 1.773   92.3±1.9   68.9±4.6  2.958**   84.7±2.6   62.9±9.5  2.232*

Lipid (g)   81.9±3.5   53.6±1.0 2.653**   64.5±1.6   46.1±6.4  2.838**   50.7±1.9   35.0±5.6  2.649**

SFA (g)2)   25.1±1.2   17.0±3.3 2.318*   19.2±0.5   14.2±2.4  2.064*   14.6±0.6   10.8±1.5  2.281*

MUFA(g)3)   28.1±1.3   18.7±4.0 2.228*   21.3±0.6   14.8±2.3  2.788**   16.4±0.7   12.0±2.6  1.636

PUFA (g)4)   17.8±0.9    9.8±2.5 2.908**   14.9±0.4   10.4±1.4  3.051**   12.3±0.5    6.5±1.7  3.399**

n-3 (g)    2.0±0.1    1.0±0.3 3.222**    2.0±0.1    1.5±0.2  1.950    1.9±0.1    0.6±0.2  7.002***

n-6 (g)   15.8±0.8    8.9±2.3 2.777**   13.1±0.3    8.9±1.3  3.103**   10.5±0.4    5.9±1.6  2.843**

Cholesterol (mg)  417.6±24.5  272.2±60.6 2.218*  370.0±15.0  260.3±42.6  2.446*  311.6±15.5  311.7±80.5 –0.002

Carbohydrate (g)  321.2±8.4  283.2±26.6 1.337  341.4±5.6  314.6±28.8  0.930  339.5±7.5  234.6±24.2  4.108***

Fiber (g)   19.2±0.7   17.0±3.6 0.625   24.7±0.5   20.8±2.4  1.593   28.0±0.8   15.5±4.2  2.958**

Ca (mg)  514.5±21.8  356.6±50.0 2.912**  552.5±14.2  400.2±36.3  3.910***  571.2±18.6  600.5±168.4 –0.173

P (mg) 1,280.4±41.1 1,027.9±128.1 1.939 1,309.1±24.6 1,024.1±93.0  3.017** 1,244.5±31.2  942.6±152.5  1.954

Fe (mg)   18.7±0.9   16.9±3.8 0.448   20.1±0.5   16.4±1.9  1.815   20.3±0.6   11.9±1.8  4.468***

Na (mg) 4,547.1±165.7 4,061.6±509.9 0.882 5,070.1±129.4 3,924.0±495.5  2.199* 4,555.0±139.8 3,314.8±510.4  2.382*

K (mg) 2,985.6±92.6 2,651.6±367.4 0.900 3,380.0±61.9 2,695.3±317.4  2.121* 3,553.9±95.7 2,195.5±348.9  3.852***

Vit A (μg RAE)  436.2±29.7  317.8±78.9 1.449  467.9±20.1  242.6±35.4  5.298***  509.3±45.6  215.2±48.4  4.451***

Thiamine (mg)    2.3±0.1    2.0±0.4 0.965    2.4±0.0    2.1±0.2  1.534    2.4±0.1    1.8±0.3  1.184*

Riboflavin (mg)    1.8±0.1    1.6±0.2 0.596    1.7±0.0    1.2±0.1  3.888***    1.6±0.0    1.5±0.2  0.646

Niacin (mg)   20.7±0.7   17.1±2.8 1.237   21.3±0.5   15.8±2.2  2.442*   18.7±0.5   12.4±1.7  3.548***

Vit C (mg)   59.0±5.3   49.1±15.2 0.609   92.5±3.8  100.3±33.3 –0.241  124.2±6.8   85.5±33.7  1.124

23.4%, 28.6%로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15∼30%) 

내에 준하였으며, 포화지방산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7.4%, 8.8%로 두 군 모두 에너지 적정비율

의 범위(7% 미만)보다 높았고, n-3계 지방산 섭취량

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0.4%, 0.7%로 HDS군이 에

너지 적정비율의 범위(1% 내외)보다 다소 낮았고, 

n-6계 지방산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 대비 

3.9%, 5.5%로 HDS군이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4∼

10%)보다 낮았고,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각각 목표섭

취량(300 mg/일 미만)의 90.7%, 139.2%로 LDS군이 

높았다. 무기질에서 HDS군과 LDS군의 칼슘 섭취량

은 각각 권장섭취량(800 mg/일)의 44.6%, 64.3%로 

두 군 모두 매우 낮았으며, 평균필요량(650 mg/일)에

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30∼49세 남성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P＜0.05), 수

분(P＜0.05), 단백질(P＜0.01), 지방(P＜0.01), 포화지

방산(P＜0.05), 단일불포화지방산(P＜0.01), 다가불포

화지방산(P＜0.01), n-6계 지방산(P＜0.01), 콜레스테

롤(P＜0.05), 칼슘(P＜0.001), 인(P＜0.01), 나트륨(P

＜0.05), 칼륨(P＜0.05), 비타민 A(P＜0.001), 리보플라빈

(P＜0.001), 니아신(P＜0.05)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

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

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과 함께 비교한 결과,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에서 HDS군과 LDS군의 에너지 섭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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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Variables

Male

65≤years≤74 (n=373)
t-value

75≤years (n=241)
t-value

LDS group HDS group LDS group HDS group

Energy (kcal) 2,032.1±46.1 1,811.0±188.7  1.175 1,768.7±48.0 1,649.6±134.6  0.823

Water (g) 1,109.3±43.7  792.4±162.0  1.947  909.5±54.5  856.6±119.4  0.368

Protein (g)   66.2±2.0   55.6±8.9  1.219   56.6±2.0   54.3±4.7  0.451

Lipid (g)   33.1±1.5   31.7±7.8  0.176   27.3±1.7   27.9±4.3 –0.141

SFA (g)    9.2±0.5    8.4±1.9  0.404    7.3±0.5    7.5±1.3 –0.149

MUFA (g)    9.9±0.5    9.5±2.5  0.145    8.1±0.6    7.1±1.1  0.789

PUFA (g)    8.6±0.4   10.0±3.0 –0.468    7.5±0.5    8.4±1.7 –0.520

n-3 (g)    1.6±0.1    1.4±0.4  0.640    1.3±0.1    1.1±0.2  0.791

n-6 (g)    7.0±0.3    8.8±2.8 –0.634    6.3±0.5    7.3±1.5 –0.655

Cholesterol (mg)  180.2±11.6  115.9±36.5  1.794  177.8±15.5  118.5±27.3  1.884

Carbohydrate (g)  340.4±7.0  277.7±21.3  2.937**  303.1±8.3  291.9±23.4  0.440

Fiber (g)   26.7±0.8   19.9±3.3  2.072*   22.7±0.9   24.3±3.4 –0.443

Ca (mg)  468.6±19.1  342.2±58.7  2.151*  430.5±20.5  419.3±60.8  0.176

P (mg) 1,049.2±28.3  795.9±113.2  2.305*  894.8±29.8  891.1±80.3  0.043

Fe (mg)   18.8±0.7   13.9±1.8  2.506*   15.8±0.5   16.6±1.9 –0.444

Na (mg) 4,081.4±180.9 3,265.3±519.3  1.520 3,540.5±191.8 2,732.6±342.7  2.267*

K (mg) 3,213.7±101.4 2,290.2±431.5  2.179* 2,726.4±123.6 2,721.1±275.1  0.018

Vit A (μg RAE)  386.0±24.6  231.3±79.2  1.914  322.1±25.6  527.2±207.3 –0.982

Thiamine (mg)    2.0±0.0    1.6±0.2  2.112*    1.7±0.1    1.6±0.1  0.653

Riboflavin (mg)    1.2±0.0    0.8±0.1  2.732**    1.1±0.1    1.1±0.2 –0.055

Niacin (mg)   15.4±0.5   12.3±2.2  1.461   12.6±0.6   11.7±1.1  0.658

Vit C (mg)  115.7±7.0  110.5±49.7  0.104  104.1±9.7   99.1±24.3  0.186
1) M±SD
2) SFA: Saturated Fatty Acid
3)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4) 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P＜0.05, **P＜0.01, ***P＜0.001

각각 90.4%, 106.8%로 HDS군이 에너지 필요추정량

(2,400 kcal/일)보다 낮았고, 수분 섭취량은 각각 

43.2%, 59.3%로 두 군 모두 충분섭취량(2,500 ml/일)

보다 매우 낮았고, 단백질 섭취량은 권장섭취량(60g/

일)의 각각 114.8%, 153.8%으로 높았고, 지방 섭취량

은 에너지 섭취량 대비 각각 19%, 23%로 제시된 에

너지 적정비율 범위(15∼30%) 내에 준하였으며, 포

화지방산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량 대비 각각 5.9%, 

6.7%로 두 군 모두 제시된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

(7% 미만) 내에 준하였고, n-6계 지방산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량 대비 각각 3.7%, 4.6%로 HDS군은 제

시된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4∼10%)보다 낮았고, 콜

레스테롤 섭취량은 목표섭취량(300 mg/일 미만)의 

각각 87.8%, 123.3%로 LDS군이 높았다. 다량무기질

에서 HDS군과 LDS군의 칼슘 섭취량은 각각 50.0%, 

69.1%로 권장섭취량(800 mg/일)보다 매우 낮았고, 

평균필요량(630 mg/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인 섭취량은 권장섭취량(700 mg/일)의 각각 146.3%, 

187.0%로 매우 높았지만 상한섭취량(3,500 mg/일)보

다는 낮았고, 나트륨 섭취량은 각각 261.6%, 338.0%



290 | 영양소섭취와 우울증상 수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Table 4. Intake of energy and nutrients by age group and level of depressive symptoms in females.

Variables

Female

19≤years≤29 (n=244)
t-value

30≤years≤49 (n=739)
t-value

50≤years≤64 (n=530)
t-value

LDS group HDS group LDS group HDS group LDS group HDS group

Energy (kcal) 1,787.1±43.91) 2,145.1±214.0 –1.639 1,789.4±25.7 1,620.8±121.9 1.324 1,674.7±26.9 1,578.8±94.8  1.003

Water (g) 1,007.7±38.3 1,316.7±134.8 –2.194* 1,105.6±21.0 1,004.9±110.5 0.905 1,071.0±22.9  815.2±86.3  2.939**

Protein (g)   65.1±2.0   75.9±7.0 –1.468   65.3±1.2   59.1±5.1 1.184   58.9±1.2   47.5±2.8  3.880***

Lipid (g)   53.4±2.4   66.4±7.7 –1.611   45.2±1.1   41.6±4.7 0.745   34.7±0.9   28.1±3.3  1.897

SFA (g)2)   16.2±0.7   19.7±2.3 –1.422   13.2±0.3   12.8±1.7 0.212    9.4±0.3    8.3±1.3  0.811

MUFA (g)3)   19.7±0.9   21.1±2.4 –1.349   14.7±0.4   13.6±1.7 0.629   10.8±0.3    9.1±1.1  1.419

PUFA (g)4)   12.0±0.7   16.4±2.8 –1.553   10.7±0.3    9.4±1.0 1.160    9.1±0.3    6.7±0.7  3.406**

n-3 (g)    1.5±0.1    1.9±0.4 –1.198    4.5±0.1    1.2±0.1 2.074*    1.6±0.1    0.8±0.1  6.469***

n-6 (g)   10.5±0.6   14.5±2.5 –1.552    9.2±0.2    8.4±0.9 0.875    7.6±0.3    6.0±0.6  2.291*

Cholesterol (mg)  294.7±13.6  336.2±58.3 –0.686  273.7±8.4  210.3±2.5 1.874  227.9±9.0  147.1±27.7  2.751**

Carbohydrate (g)  242.9±5.9  287.5±29.2 –1.518  267.5±4.1  244.0±19.8 1.127  276.4±4.6  277.4±20.3 –0.051

Fiber (g)   15.4±0.6   17.5±2.1 –0.968   21.2±0.4   16.6±1.6 2.800**   24.1±0.5   22.5±2.5  0.662

Ca (mg)  398.1±15.9  393.7±43.7  0.091  441.7±8.2  357.8±49.0 1.652  451.5±10.6  362.1±33.0  2.637**

P (mg)  924.3±24.2 1,017.6±73.8 –1.182 975.3±14.9  868.4±86.5 1.197  954.9±16.9  829.8±51.2  2.373

Fe (mg)   12.3±0.5   17.2±3.5 –1.361   15.4±0.3   12.0±0.9 3.793***   16.2±0.4   16.6±2.2 –0.177

Na (mg) 3,170.1±140.3 3,450.2±410.4 –0.625 3,397.3±72.2 3,035.4±284.2 1.265 3,076.8±89.6 2,923.4±349.4  0.441

K (mg) 2,278.4±74.3 2,446.5±195.3 –0.789 2,757.3±45.3 2,574.5±384.9 0.467 3,030.5±60.6 2,820.3±260.4  0.800

Vit A (μg RAE)  454.1±87.4  347.3±47.2  1.058  380.4±16.7  244.5±25.4 4.445***  374.1±19.2  334.8±76.6  0.509

Thiamine (mg)    1.6±0.0    2.0±0.1 –2.796**    1.8±0.0    1.5±0.1 2.146*    1.7±0.0    1.5±0.1  1.439

Riboflavin (mg)    1.3±0.0    1.4±0.2 –0.781    1.3±0.0    1.1±0.1 2.140*    1.2±0.0    1.0±0.1  2.301*

Niacin (mg)   14.1±0.5   17.8±1.6 –2.175*   15.5±0.3   14.5±1.5 0.666   14.2±0.3   12.3±0.9  2.087*

Vit C (mg)   74.1±6.8   76.5±14.5 –0.154  103.2±4.3   63.4±12.1 3.059**  143.2±6.6  100.6±20.4  1.994*

로 충분섭취량(1,500 mg/일)보다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목표섭취량(2,000 mg/일)보다도 훨씬 높았고, 

칼륨 섭취량은 각각 77.8%, 96.6%로 충분섭취량

(3,500 mg/일)보다 낮았다. 지용성 비타민에서 HDS군

과 LDS군의 비타민 A 섭취량은 각각 32.3%, 62.4%로 

권장섭취량(750μg RAE/일)보다 매우 낮았으며, 평균필

요량(550μg RAE/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수

용성 비타민에서 HDS군과 LDS군의 리보플라빈 섭

취량은 각각 80%, 113.3%로 HDS군이 권장섭취량

(1.5 mg/일)보다 낮았고, 니아신 섭취량은 98.8%, 

133.1%로 HDS군이 권장섭취량(16 mg/일)보다 낮았

으나, 평균필요량(12 mg/일)보다 높았고, LDS군은 

권장섭취량보다 높았지만, 상한섭취량(35 mg NE/일)

보다는 낮았다.

50∼64세 남성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P＜0.05), 지

질(P＜0.01), 포화지방산(P＜0.05), 다가불포화지방산

(P＜0.01), n-3계 지방산(P＜0.001), n-6계 지방산(P

＜0.01), 탄수화물(P＜0.001), 식이섬유(P＜0.01), 철(P

＜0.001), 나트륨(P＜0.05), 칼륨(P＜0.001), 비타민 A(P

＜0.001), 티아민(P＜0.05), 니아신(P＜0.001) 섭취량에

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과 함께 비교한 결과,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에서 HDS군과 LDS군의 단백

질 섭취량은 각각 104.8%, 141.2%로 두 군 모두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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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Variables

Female

65≤years≤74 (n=373)
t-value

75≤years (n=241)
t-value

LDS group HDS group LDS group HDS group

Energy (kcal) 1,481.4±37.3 1,373.3±79.3 1.266 1,293.2±33.1 1,117.2±98.3  1.690

Water (g)  868.7±29.4  768.4±65.1 1.322  636.5±33.5  575.8±52.9  1.012

Protein (g)   48.8±1.5   44.5±3.0 1.317   38.8±1.3   39.1±3.6 –0.092

Lipid (g)   26.4±1.3   20.4±1.8 2.720**   17.9±1.0   19.6±3.1 –0.515

SFA (g)    7.1±0.4    5.3±0.5 3.009**    5.1±0.3    4.9±0.9  0.188

MUFA (g)    8.1±0.5    5.4±0.6 3.742***    5.2±0.4    5.7±1.1 –0.434

PUFA (g)    7.2±0.3    6.4±0.9 0.776    5.6±0.3    6.1±1.0 –1.442

n-3 (g)    1.3±0.1    1.0±0.1 1.977*    0.8±0.1    1.4±0.4 –1.593

n-6 (g)    5.9±0.3    5.4±0.8 0.537    3.8±0.2    4.7±0.7 –1.198

Cholesterol (mg)  156.4±9.4  124.0±20.6 1.435   96.7±12.7  136.3±37.4 –1.032

Carbohydrate (g)  260.6±6.8  250.9±15.7 0.572  240.4±6.6  193.5±18.0  2.473*

Fiber (g)   22.1±0.7   20.0±1.8 1.194   17.2±0.7   15.6±1.4  0.933

Ca (mg)  378.1±13.1  351.8±34.9 0.717  290.9±12.9  253.5±26.0  1.289

P (mg)  810.4±21.7  713.7±40.4 2.108*  635.2±18.7  605.7±48.8  0.580

Fe (mg)   14.0±0.4   12.4±0.9 1.632   11.6±0.5    9.9±0.8  1.706

Na (mg) 2,612.5±99.9 2,206.1±244.7 1.509 2,293.3±115.5 2,345.6±247.8 –0.197

K (mg) 2,680.9±93.3 2,331.6±195.0 1.523 1,977.1±80.6 1,691.9±171.6  1.495

Vit A (μg RAE)  281.3±16.3  262.5±53.5 0.378  263.3±22.8  280.9±99.4 –0.165

Thiamine (mg)    1.5±0.0    1.4±0.1 1.295    1.3±0.0    1.1±0.1  2.046*

Riboflavin (mg)    1.0±0.0    0.9±0.1 1.066    0.8±0.1    0.7±0.1  0.816

Niacin (mg)   11.3±0.3    9.7±0.6 2.159*    9.0±0.4    7.9±1.0  1.069

Vit C (mg)  119.7±7.2   93.2±13.5 1.711   80.3±8.7   82.9±22.1 –0.108
1) M±SD
2) Saturated Fatty Acid
3) Monounsaturated Fatty Acid
4) Polyunsaturated Fatty Acid
*P＜0.05, **P＜0.01, ***P＜0.001

장섭취량(60 g/일)보다 높았고, 지방 섭취량은 에너

지 섭취량 대비 각각 16%, 19%로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15∼30%) 내에 준하였으며, 포화지방산 섭취량

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4.9%, 5.5%로 에너지 적정

비율 범위(7% 미만) 내에 준하였고,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0.3%, 0.7%로 LDS

군은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1% 내외) 내 수준이

었으나 HDS군은 다소 낮았고, n-6계 지방산은 에너

지 섭취량의 각각 2.7%, 4.0%로 LDS군은 에너지 적

정비율의 범위(4∼10%) 내에 준하였으나 HDS군은 

적정범위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탄수화물 섭취량

은 에너지 섭취량의 각각 47%, 57%로 HDS군이 에

너지 적정비율의 범위(55∼65%)보다 낮았고, 식이섬

유 섭취량은 충분섭취량(25 g/일)의 각각 62%, 112%

로 HDS군이 낮았다. 무기질에서 HDS군과 LDS군의 

철 섭취량은 각각 119%, 203%로 권장섭취량(10 mg/

일)보다 매우 높았으며, 상한섭취량(45 mg/일)보다는 

낮았고, 나트륨 섭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1,5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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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221.0%, 303.7%로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목표섭취량(2,000 mg/일)보다도 훨씬 높았고, 칼륨 

섭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3,500 mg/일)의 62.7%, 

101.5%로 HDS군이 낮았다. 비타민에서 HDS군과 

LDS군의 비타민 A 섭취량은 각각 28.7%, 67.9%로 

두 군 모두 권장섭취량(750 μg RAE/일)보다 낮았으

며, 평균필요량(530 μg RAE/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

이었고, 티아민 섭취량은 각각 150%, 200%로 권장

섭취량(1.2 mg/일)보다 매우 높았고, 니아신 섭취량

은 각각 77.5%, 116.9%로 HDS군이 권장섭취량(16 

mg/일)보다 낮았지만, 평균필요량(12 mg/일) 이상이

었고, LDS군은 권장섭취량보다 높았으나, 상한섭취

량(35 mg/일) 미만이었다.

65∼74세 남성을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P＜0.01), 

식이섬유(P＜0.05), 칼슘(P＜0.05), 인(P＜0.05), 철

(P＜0.05), 칼륨(P＜0.05), 티아민(P＜0.05), 리보플라

빈(P＜0.01)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

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량, 권장섭

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적정비율

(%)과 함께 비교한 결과,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에서 

HDS군과 LDS군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61%, 67%로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55∼

65%) 내로 적정수준이었고, 식이섬유 섭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25 g/일)의 79.6%, 106.8%로 HDS군이 낮

았다. 무기질에서 HDS군과 LDS군의 칼슘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700 mg/일)의 48.9%, 66.9%로 두 

군 모두 매우 낮았으며, 평균필요량(570 mg/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인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

량(700 mg/일)의 113.7%, 149.9%로 두 군 모두 높았

으며, 상한섭취량(3,500 mg/일)보다는 낮았고, 철 섭

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의 154.4%, 208.9%로 두 군 

모두 매우 높았으며, 상한섭취량(45 mg/일)보다는 낮

았고, 칼륨 섭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3,500 mg/일)

의 65.4%, 91.8%로 낮았다. 비타민에서 HDS군과 

LDS군의 티아민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2 mg/

일)의 133.3%, 166.7%로 두 군 모두 매우 높았고, 리

보플라빈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5 mg/일)의 

53.3%, 80.0%로 두 군 모두 낮았다.

75세 이상 남성을 분석한 결과 나트륨(P＜0.05)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

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적정비율(%)과 함께 비

교한 결과, HDS군과 LDS군의 나트륨 섭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1,100 mg/일)의 248.4%, 321.9%로 두 군 

모두 매우 높았으며, 목표섭취량(2,000 mg/일)을 훨

씬 넘는 수준이었다.

19∼29세 여성을 분석한 결과 수분(P＜0.05), 티아

민(P＜0.01), 니아신(P＜0.05)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

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

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과 함께 비교한 결과, HDS군과 

LDS군의 수분 섭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2,100 ml/일)

의 62.7%, 48.0%로 두 군 모두 낮았다. 비타민에서 

HDS군과 LDS군의 티아민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

량(1.1 mg/일)의 181.8%, 145.5%로 두 군 모두 매우 

높았고, 니아신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4 mg 

NE/일)의 127.1%, 100.7%로 HDS군이 높았다.

30∼49세 여성을 분석한 결과 n-3계 지방산(P＜0.05), 

식이섬유(P＜0.01), 철(P＜0.001), 비타민 A(P＜0.001), 

티아민(P＜0.05), 리보플라빈(P＜0.05), 비타민 C(P＜0.01)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

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과 함께 

비교한 결과,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에서 HDS군과 

LDS군의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

량의 0.7%, 2.3%로 LDS군이 에너지 적정비율 범위

(1% 내외)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식이섬유 섭

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20 g/일)의 83%, 106%로 

HDS군이 낮았다. 무기질에서 HDS군과 LDS군의 철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4 mg/일)의 85.7%, 1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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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S군이 낮았으나, 평균필요량(11 mg/일) 이상이었다. 

비타민에서 HDS군과 LDS군의 비타민 A 섭취량은 각

각 권장섭취량(650μg RAE/일)의 37.6%, 58.5%로 매

우 낮았으며, 평균필요량(450μg RAE/일)에도 못 미치

는 수준이었고, 티아민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1 

mg/일)의 136.4%, 163.6%로 매우 높았고,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2 mg/일)의 91.7%, 

108.3%로 HDS군이 다소 낮았으나, 평균필요량(1.0 

mg/일) 이상이었고, 비타민 C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

량(100 mg/일)의 63.4%, 103.2%로 HDS군이 낮았으며, 

평균필요량(75 mg/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50∼64세 여성을 분석한 결과 수분(P＜0.01), 단백

질(P＜0.001), 다가불포화지방산(P＜0.01), n-3계 지방

산(P＜0.001), n-6계 지방산(P＜0.05), 콜레스테롤(P＜0.01), 

칼슘(P＜0.01), 리보플라빈(P＜0.05), 니아신(P＜0.05), 비타

민C(P＜0.05)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

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

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과 

함께 비교한 결과,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에서 HDS군

과 LDS군의 수분 섭취량은 각각 충분섭취량(1,900 

ml/일)의 42.9%, 56.4%로 두 군 모두 매우 낮았고, 단

백질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50 g/일)의 95%, 

117.8%로 HDS군이 다소 낮았으나, 평균필요량(40 g/

일) 이상이었고,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0.5%, 0.9%로 HDS군이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1% 내외)보다 다소 낮았고, n-6계 지방산 섭취

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3.4%, 4.1%로 HDS군이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4∼10%)보다 낮았고, 콜레스

테롤 섭취량은 각각 목표섭취량(300 mg/일 미만)의 

49.0%, 76.0%로 적정수준이었다. 무기질에서 HDS군

과 LDS군의 칼슘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800 mg/

일)의 45.3%, 56.4%로 두 군 모두 매우 낮았으며, 평

균필요량(580 mg/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비

타민에서 HDS군과 LDS군의 리보플라빈 섭취량은 각

각 권장섭취량(1.2 mg/일)의 83.3%, 100%로 HDS군이 

다소 낮았으나, 평균필요량(0.9 mg/일) 이상이었고, 

니아신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4 mg NE/일)의 

87.9%, 101.4%로 HDS군이 다소 낮았으나, 평균필요

량(11 mg NE/일) 이상이었고, 비타민 C 섭취량은 각

각 권장섭취량(100 mg/일)의 100.6%, 143.2%로 두 군 

모두 높았다.

65∼74세 여성을 분석한 결과 지방(P＜0.01), 포화

지방산(P＜0.01), 단일불포화지방산(P＜0.001), n-3계  

지방산(P＜0.05), 인(P＜0.05), 니아신(P＜0.05) 섭취량

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량, 권장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과 함께 비교한 결과, 

에너지 및 다량영양소에서 HDS군과 LDS군의 지방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13.4%, 16.0%로 HDS

군이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15∼30%)보다 낮았고, 

포화지방산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3.5%, 

4.3%로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7% 미만)에 준하였

고, n-3계 지방산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의 

0.7%, 0.8%로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1% 내외)에 준

하였다. 무기질 및 비타민에서 HDS군과 LDS군의 인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700 mg/일)의 102.0%, 

115.8%로 두 군 모두 약간 높았고, 니아신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4 mg NE/일)의 69.3%, 80.7%로 두 

군 모두 낮았으며, HDS군은 평균필요량(11 mg NE/

일)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75세 이상 여성을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P＜0.05), 

티아민(P＜0.05) 섭취량에서 HDS군이 LDS군보다 유

의적으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데이터를 제시하지

는 않았으나 이를 ‘2015 KDRIs’의 필요추정량, 권장

섭취량, 충분섭취량 대비 섭취율(%), 에너지 적정비율(%)

과 함께 비교한 결과, HDS군과 LDS군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각각 에너지 섭취량 대비 69.3%, 74.4%로 

두 군 모두 에너지 적정비율의 범위(55∼65%)보다 

높았고, 티아민 섭취량은 각각 권장섭취량(1.1 mg/일)

의 100%, 118.2%로 LDS군이 약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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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

면 HDS군, LDS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상

수준이 더 높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였다(Kahng & Kwon 2008; Kim & Kim 2016). 한

국 여성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가사를 하

는 여성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에 따른 

적합한 평가가 어렵고, 직업을 가진 여성의 경우 직

장과 가정에서 과중한 요구에 시달리지만 보수나 

승진에서 성차별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Nam & Choi 2000; Shin 2001). 연령별로는 우울증

상 수준이 중년층(30∼49세)에서 가장 높았고, 장년

층(50∼64세)과 노년층(65∼74세)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개인 소득수준과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상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Kahng & Kwon 2008),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증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Kahng & Kwon(2008)의 연구

와 동일한 결과을 나타내었다.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월간 음주율은 우울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증상을 겪을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흡연을 할수록 우

울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Hemenway 등 

1993), 성인 대상의 연구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

다 더 많은 우울증상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이들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Anda 등 1990). 1주일

간 걷기 일수와 1주일간 근력운동 일수가 많을수록 

우울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Park(2014)의 연구에서 근력운동이 낮은 집단의 

우울증 유병률이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겪

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양소 섭취에서 남성을 살펴보면 ‘2015 KDRIs’

와 비교하였을 때 19∼29세에서 에너지, n-3계 지방

산, n-6계 지방산은 HDS군이 제시된 기준보다 섭취

량이 낮았고, 포화지방산은 두 군 모두 섭취량이 높

았고, 콜레스테롤은 LDS군의 섭취량이 높았으며, 칼

슘은 두 군 모두 기준보다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30∼49세에서 수분, n-6계 지방산, 칼슘, 비타민 A는 

두 군 모두 섭취량이 제시된 기준보다 낮았고, 콜레

스테롤은 LDS군이 높은 섭취량을 보였고, 나트륨은 

두 군 모두 매우 높은 섭취량을 보였으며, 리보플라

빈은 HDS군의 섭취량이 낮았다. 50∼64세에서 n-6

계 지방산,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륨은 HDS군이 제

시된 기준보다 섭취량이 낮았고, 비타민 A 섭취량은 

두 군 모두 낮은 섭취량을 보였고, 나트륨은 두 군 

모두 매우 높은 섭취량을 보였다. 65∼74세 이상에

서 식이섬유, 칼륨, 리보플라빈은 HDS군이 제시된 

기준보다 섭취량이 낮았고, 칼륨은 두 군 모두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75세 이상에서 나트륨은 두 군 모

두 제시된 기준보다 매우 높은 섭취량을 보였다.

영양소 섭취에서 여성을 살펴보면 19∼29세 두 군 

모두 수분 섭취량이 제시된 기준보다 낮았다. 30∼49세

에서 n-3계 지방산은 LDS군이 제시된 기준보다 섭

취량이 높았고, 식이섬유, 비타민 C는 HDS군의 섭

취량이 기준보다 낮았으며, 비타민 A의 섭취량은 두 

군 모두 낮았다. 50∼64세에서 수분, 칼슘은 두 군 

모두 제시된 기준보다 섭취량이 낮았고, n-6계 지방

산은 HDS군이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 65∼74세에서 

지방, 니아신은 HDS군의 섭취량이 제시된 기준보다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선행연구(Bourre 2006; 

Rao 등 2008)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하고 있으며, 우

울증과 비타민 B3에 대한 사례와 문헌을 검토한 연

구에서 니아신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우울증상

을 저하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어(Prousky 2010) 본 

연구의 65∼74세 여성의 니아신 섭취량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니아신 급원식품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또한 30∼49세 남성의 비타민 A 섭취

량에 대한 결과는 Yoo(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우울증과 영양소 섭취와의 관련성은 꾸준히 연구되

고 있으나 국가별 신체조건이나 식사습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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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측정 방법과 우울증을 정의하는 방법들이 

다르므로(Mulsant & Ganguli 1999; Roh 등 2010; 

Park & Kim 2011) 상호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영양소 섭취는 우울증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우울증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Rogers 2001; Tolmunen 등 2003; Rao 등 

2008), n-3계 지방산이 증가할수록 우울증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Tolmunen 등 2003), 

티아민과 니아신 같은 비타민 부족이 우울증 발생

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Bjelland 등 

2003; Gilbody 등 2007). 이밖에도 탄수화물과 지방

산, 콜레스테롤, 엽산이 우울증상과 관계가 있다고 

연구되었고(Wurtman 등 1980; Young 1993; Bruinsma & 

Taren 2000), 질 좋은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섭취는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Kim 등 

2008; Skarupski 등 2010).

우울증 환자들은 고열량 섭취, 음주, 흡연, 신체 

활동량 부족 등과 같은 좋지 못한 식습관과 생활습

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Bonnet 

등 2005a; Bonnet 등 2005b) 본 연구 결과에서는 우

울증상 수준과 열량, 음주와의 관계에 유의미한 결

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흡연과 신체 활동

량 부족과 같은 좋지 못한 생활습관은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 및 결론 

PHQ-9의 설문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상 

수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행태 그리고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와 우울증상 수준에 대한 관

련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여성일 경우, 개인 

소득수준ㆍ가구 소득수준ㆍ교육수준이 낮을수록 

HDS군에서 우울증상 수준 비율이 높았으며 유의

한 결과를 보였다.

2.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현재 흡연을 하는 경

우, 1주일간 한 번에 10분 이상 걸은 날이 3일 

이상인 경우, 1주일간 5일 이상 근력운동을 한 경우, 

1주일간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

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

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

당하는 시간을 실천한 경우에서 우울증상을 겪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3. 남성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9∼29세에서 에너지, 지방, 포

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콜레스테롤, 칼슘 섭

취량이, 30∼49세는 에너지, 수분,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

산, n-6계 지방산, 콜레스테롤, 칼슘, 인,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니아신 섭취량이, 

50∼64세는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다가불포

화지방산,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탄수화물, 

식이섬유,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티아민, 니

아신 섭취량이, 65∼74세는 탄수화물, 식이섬유, 

칼슘, 인, 철, 칼륨, 티아민,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75세 이상은 나트륨 섭취량이 HDS군이 LDS군보

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9∼29세에서 수분, 티아민, 니아신의 

섭취량이 HDS군이 LDS군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30∼49세는 n-3계 지방산, 식

이섬유, 철,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비타

민 C 섭취량이, 50∼64세는 수분, 단백질, 다가불

포화지방산,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콜레스

테롤, 칼슘,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섭취

량이, 65∼74세는 지방,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

지방산, n-3계 지방산, 인, 니아신 섭취량이, 75세 

이상은 탄수화물, 티아민 섭취량이 HDS군이 LDS

군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임상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우울증상을 조



296 | 영양소섭취와 우울증상 수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기에 발견하고 심한 우울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여, 치료의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조기에 우울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40세부터 10년에 1번 우울증 건

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울증은 일생 동안 누

구나 경험할 수 있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

으면 만성으로 지속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청년

층의 우울에 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한 생활습관병 환자들에게 임상적인 치료와 동시에 

심리적ㆍ정신적인 치료와 좀 더 적극적인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

을 토대로 영양소 섭취와 우울증상 간의 후속연구

의 자료제공에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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