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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0세 미만 성인 1인가구의 식사 규칙도와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관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2016∼2018)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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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eal regularity (i.e. breakfast intake and meal-times), and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MetS) among generally healthy Korean single-person household adults (≤60 years,
n=594) based on the Seventh Korean National Health Examination and Nutrition Survey (KNHANES) (2016∼2018).
Among men (n=325), the breakfast intake frequency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ervalence of MetS.
However, men consuming a regular meal at least once a day showed a lower prevalence of MetS compared to those
whose meals were irregular. These patterns remained after adjusting for age, smoking and drinking habits, individual
income, education level, exercise, and total calorie intake. An association between meal regularity and MetS risk was
observed in post-menopausal women (n=84), but not in pre-menopausal women (n=185). More specifically post-menopausal women with irregular breakfast eating habits or eating no breakfast at all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MetS than those eating breakfast regularly after the adjustment. The analysis revealed an odds ratio (OR) of 8.46,
confidence intervals (CIs): 1.149∼62.199, P＜0.05 in irregular breakfast eaters, and an OR of 13.377, CIs: 1.665∼
107.511, P＜0.05, in those who ate no breakfast. Furthermore, post-menopausal women who had irregular meals daily
showed a higher risk of MetS than those consuming one or more regular meals/day after the adjustment (OR:
16.888, CIs: 1.258∼226.655, P＜0.05). In conclusion, the results from this study may be used for formulating optimal dietary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the management of MetS in adults in single-person households.
Key words : single-person household, metatbolic syndrome, meal regularity, breakfast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article as primary authors.
This work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Korea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2019R1I1A3A01058861).
접수일 : 2020년 9월 17일, 수정일 : 2020년 11월 10일, 채택일 : 2020년 12월 28일
†
Corresponding author : Oh Yoen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Dong-A University, 37 Nakdong-daero
550beon-gil, Saha-gu, Busan 49315, Korea
Tel : 82-51-200-7326, Fax : 82-51-200-7905, E-mail : oykim@dau.ac.kr, ORCID : https://orcid.org/0000-0001-9262-3309

2 | 성인 1인가구의 식사 규칙도와 대사증후군

서 론

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Field 등 2001). 높은 허리둘
레,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혈중 중성지방 농도

우리나라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의

와 낮은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 중 3개 이상을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05년 20.0%, 2017년

보유한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받게 된다(Stone &

28.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45년

Saxon 2005). 통계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예상 1인가구 수는 약 809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

사증후군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a). 이는 미혼 독신가구의

는 만성퇴행성 질환 발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와 같은 우리

있는 것으로 나타나(Statistics Korea 2020b), 현재 국

나라의 사회ㆍ경제적 환경 및 인구구조 변화와 밀접

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건강검진 시 대사증후군

한 관련이 있다(Kim 2018a). 연구보고에 따르면 다인

위험 여부에 대한 진단과 위험군 선별 및 관리를 진

가구와 비교하여 1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생

행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0).

활습관(과음, 과흡연, 불규칙한 식생활 등)을 보였고,

대사증후군은 평소 식생활습관과 영양섭취의 균형

심리적인 건강과 영양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Gang & Lee 2016; Lee 등 2019). 또한, 1인가구는

2018a). 대사증후군은 식사의 규칙도(아침식사 여부,

다인가구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식품이 혼합된 형태

끼니의 규칙적 섭취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는

로 구매하거나(Gerrior 등 1995), 직접 요리하는 것을

데, 특히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경우 또는 끼니를 규

선호하지 않았고,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 등과 같이

칙적으로 먹는 경우에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낮았

편의성을 추구하는 식품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Yeo 등 2017). 또한 과식이 빈번할수록, 외식이 잦

것으로 보고되었다(Daniels & Glorieux 2015). 더불어,

을수록 대사증후군을 동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는 외식 빈도와 가공식품의

나타났다(Yeo 등 2017).

섭취 빈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나트륨 과잉섭취 위험

현재까지 진행된 식생활습관과 대사증후군과의 연

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 2015). 그리

관성에 관한 연구는 가구 구성원 수의 구분이 없이

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

진행되어 왔고, 1인가구와 다인가구 간의 대사증후군

는 경우와 비교하여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우울

의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는 있으나(Lee 등 2019), 1인가

증, 무분별한 식생활(Tanofsky-Kraff 등 2007), 비만

구만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습관, 특히 아침식사 여부

또는 저체중 발생과 밀접한 관련(Lee 등 2016)이 있

와 끼니의 규칙적 섭취와 같은 식사의 규칙도와 대사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후군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
고에 따르면(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식사의 규칙도와 대사증후군과
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Prevention 2019), 성인의 30% 이상이 비만(체질량지수
2

25 kg/m 이상 기준)이고, 특히 남성은 40% 이상이
비만이었다. 또한, 30세 이상 성인의 10%가 당뇨병을,

연구방법

40%가 이상지질혈증을, 30% 이상이 고혈압을 보유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환은 심뇌혈관계

1. 연구대상자 선정

질환 발생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방과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은 당뇨병과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2016∼2018년)를

심뇌혈관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대사 상태로 비

활용한 연구로 1인가구 중 60세 미만의 성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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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 분석하였다. 60세 이상의 경우, 식생활습관

2. 분석지표

과 환경적인 요인 이외에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병태
생리적인 요인이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1) 기본 지표, 사회경제적 지표 및 생활습관 지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과정을

대상자들의 연령, 성별, 월별 가구(개인) 소득수준,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기간 조사대상자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 흡연 및 음주 여부는 건강

총 24,199명(2016년 8,150명, 2017년 8,127명,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였다. 소득수

7,922명) 중 1인가구는 2,324명이었고, 이 중 60세 미

준은 월평균 가구(개인) 총소득 변수를 이용하여 4분

만 성인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937명이었다. 의사의

위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

진단을 받은 질병(당뇨병, 심뇌혈관계 질환, 콩팥질환,

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졸업 이상으로 분류

간질환, 암 등)을 보유한 경우, 성별, 연령, 신장과 체

하였다. 흡연 상태는 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중을 비롯한 기본 지표(음주, 흡연, 교육수준, 1인가구

피운 사람 중 현재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흡연자로,

소득 등 포함)와 대사증후군의 진단 요소(허리둘레,

과거 담배를 피웠으나 현재 금연 중이거나 평생 담배

혈당, 혈압, 혈중 중성지방 농도, 혈중 HDL-콜레스테

를 5갑 미만으로 피웠거나 담배를 피운 경험이 없는

롤 농도), 당화혈색소, 그 밖의 혈중 지질 지표, 간기

대상자는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음주와 관련하여서

능 및 콩팥기능 지표 및 영양소섭취 분석결과, 식행

는 한 달에 1회 미만 섭취자와 1회 이상 섭취자로 분

동 조사자료(식사의 규칙도, 아침식사 여부를 알 수

류하였고, 신체활동은 설문응답에 따라 유산소 신체

있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하루 식사 섭취량 500

활동 여부로 분류하였다.

kcal 미만 또는 5,000 kcal 초과인 경우(Kim 등 2017)
는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60세 미만의 1인가구 성

2) 신체계측 및 혈액학적 지표

인 594명(남성 325명, 여성 269명)이 최종 분석에 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해 체중, 신장, 허리둘레 및 혈

함되었다. 또한 여성은 세부적으로 폐경 전 여성

압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체중과 신장 정보를 이용하

(n=185)과 폐경 후 여성(n=84)으로 구분하여 각각 비

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교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자료는 질병관리본

혈액학적 지표로 건강검진을 통해 수집된 공복혈당,

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18-01-03-

당화혈색소,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총콜레스테

P-A)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수집되었다. 국민건강

롤, LDL-콜레스테롤, 간기능 지표(아미노기전이효소:

영양조사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

aspartate amino transferase, AST; alanine amino trans-

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

ferase, ALT), 콩팥기능 지표(혈중요소질소: blood urea

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되므로 연구윤리심의위원

nitrogen, BUN; 크레아티닌), 백혈구 수 정보를 활용

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 가능하여 2016년도와

하였다.

2017년도에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위위원회의 의
견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였고, 2018년도에

3) 영양소 섭취 및 식사의 규칙도에 대한 정보

는 인체유래물 수집 및 원시자료 제3자 제공 등을 고

영양조사는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

려하여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여 면접을 통해 조사된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하

받았다.

루 전날 섭취한 식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소 중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
방, 콜레스테롤, 섬유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식사의
규칙도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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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설문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아침식사 및 끼니 정

집단의 대사증후군 보유율에 대한 오즈비(Odd ratio

보(주 단위로 아침, 점심, 저녁 각 끼니의 횟수)를 수

[OR], 95% confidence intervals [CIs])는 로지스틱 회

집하였다.

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model)으로 진행하였고, 연
령, 성별,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 흡연

3. 대사증후군의 진단

및 음주 여부, 에너지 섭취 등을 보정하여 관찰하였
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NCEP-ATP III 진단기준과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에
따라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성 90 cm 이상, 여성: 85 cm

으로 간주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Window ver. 25
(Chicago, IL, USA)으로 실시하였다.

이상), 고혈압(이완기혈압: 140 mmHg 이상 또는 수축
기혈압: 90 mmHg 이상), 고혈당(공복혈당 100 mg/dL 이
상), 고중성지방혈증(혈중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저HDL-

결 과

콜레스테롤혈증(남성: 40 mg/dL 미만, 여성: 50 mg/dL
미만)의 5가지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대
사증후군으로 판정하였다(Stone & Saxon 2005; Korean

1. 남녀 간의 신체계측, 생화학적 지표, 영양소
섭취량 및 사회인구학적 지표 값의 비교

Society of the Study for Obesity 2020).
Table 1은 신체계측 및 생화학적 매개변수와 영양

4. 통계분석방법

소 섭취량을 남성과 여성 간에 비교한 결과이다. 남
성과 여성 간에 연령, 신체계측 지표, 생화학적 지표,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2016∼

영양소 섭취 정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적 차이가 있었

2018년)는 복합표본 설계에 의하여 분산추정층, 층화

다. 남성의 평균 연령은 37.97±0.62세로 여성의 평균

변수 및 표본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의

41.61±0.78세에 비해 낮았다(P＜0.001). 평균 체질량지

제시는 연속변수인 경우 평균과 표준오차, 척도변수

수,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과 혈당은 남성

(범주)인 경우는 수와 분포(%)로 표시하였다. 두 집단

이 여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for all).

(남 vs. 여; 대사증후군 유 vs. 무) 간의 평균 비교는

이 밖에 간기능 및 콩팥기능 지표 값도 두 집단 간에

student t-test로, 분포 비교는 카이제곱검정(Chi-square)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영양소 섭취 상태도 남녀

으로 하였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에서 총 섭취에

아침식사의 규칙도를 보기 위해 한 주에 5∼7회

너지, 단백질과 지방 섭취비율,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아침식사를 섭취하는 군을 ‘규칙적 아침식사군’, 한

더 높았고, 탄수화물 섭취비율은 여성에서 더 높았다.

주에 1∼4회로 아침식사를 섭취하는 군을 ‘불규칙적

Table 2는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인구학적 지표와

아침식사군’, 그리고 ‘아침결식군’ 3군으로 분류하여

대사증후군 보유 분포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비교하였다. 하루에 섭취하는 식사의 규칙도를 보기

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았으며(P=0.039),

위해, 설문을 통해 수집된 끼니의 횟수 정보에 따라

흡연비율이 높았고(P＜0.001),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

‘규칙적으로 세 끼 먹는 군’, ‘규칙적으로 두 끼 먹는

를 하는 비율도 높았다(P＜0.001). 또한, 여성보다 남

군’, ‘규칙적으로 한 끼 먹는 군’, ‘세 끼 모두 불규칙

성에게서 대사증후군 보유 비율 및 대사증후군 위험

하게 먹는 군’으로 분류해 비교하였다. 식사의 규칙도

요소 개수가 유의적으로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기준집단

위와 같이, 본 연구에 포함된 1인가구 남녀 대상자

(reference group)의 대사증후군 보유율 대비 비교대상

간에 기본 지표, 신체계측 지표, 생화학적 지표,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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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섭취 상태 및 사회인구학적인 지표 값에 차이가 있

분포를 남성, 여성 그리고 여성의 폐경 전ㆍ후에 따

어 이후 세부 분석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라 비교한 결과이다.
남성의 경우, ‘규칙적 아침식사군’에서 대사증후군을

2. 아침식사의 규칙도에 따른 대사증후군 분포
비교

가지고 있는 비율(n=19, 20.2%)은 ‘불규칙적 아침식사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비율(n=30, 25.2%)보다
낮았으며, ‘아침결식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

Table 3은 아침식사의 규칙도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는 비율(n=28, 25.0%)은 ‘규칙적 아침식사군’에서 대

Table 1.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parameters and nutrient intake in single person households.
Men (n=325)

Women (n=269)

P

Age (years)

37.97±0.62

41.61±0.78

＜0.001

Height (cm)

172.74±0.36

158.65±0.38

＜0.001

24.49±0.21

22.96±0.23

＜0.001

1)

2

BMI (kg/m )
Waist circumference (cm)
Systolic BP2) (mmHg)
Diastolic BP (mmHg)
Glucose (mg/dL)
HbAlc3) (%)
Triglyceride (mg/dL)
HDL cholesterol (mg/dL)

85.06±0.55

76.03±0.59

＜0.001

120.18±0.79

112.38±0.91

＜0.001

80.73±0.58

74.75±0.60

＜0.001

100.06±1.54

92.56±0.71

＜0.001

5.54±0.05

5.41±0.03

0.024

173.03±9.35

111.19±4.90

＜0.001

48.09±0.65

56.74±0.76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97.76±1.99

197.39±2.08

N.S.

LDL cholesterol (mg/dL)

120.21±1.76

119.40±1.91

N.S.

25.77±1.66

19.86±0.37

＜0.01

4)

AST (IU/L)
5)

30.19±1.46

16.74±0.68

＜0.001

6)

14.21±0.24

12.88±0.24

＜0.001

Creatinine (mg/dL)

0.96±0.02

0.69±0.01

＜0.001

WBC7) (×109/L)

6.90±0.10

6.08±0.10

＜0.001

ALT (IU/L)
BUN (mg/dL)

Nutrient intake/day
Total calorie intake (kcal)

2,365.96±46.91

1,808.35±42.84

＜0.001

Carbohydrate (%)

60.37±0.62

63.14±0.69

＜0.01

Protein (%)

15.94±0.27

14.98±0.26

＜0.05

Fat (%)

23.69±0.54

21.88±0.61

＜0.05

312.17±13.03

234.78±11.87

＜0.001

23.79±0.62

23.42±0.80

Cholesterol (mg)
Fiber (g)
Means±standard error (S.E) tested by student t-test
1)
BMI: body mass index
2)
BP: blood pressure
3)
HbAlc: hemoglobin A1c
4)
AST: aspartate amino transferase
5)
ALT: alanine amino transferase
6)
BUN: blood urea nitrogen
7)
WBC: white blood cell count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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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후군을 보유한 비율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을 가지고 있는 비율(n=18, 17.0%)은 ‘불규칙적 아침

유의적이지 않았다(P0=0.642). 또한, 연령, 흡연 및 음

식사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8, 8.9%)

주 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

과 ‘아침결식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

지 섭취량을 보정하였을 때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

(n=10, 13.7%)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

찰되지 않았다.

가 없었다. 반면, 연령,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준,

여성의 경우, ‘규칙적 아침식사군’에서 대사증후군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

Table 2. Distribution of socio-economic status, lifestyle habit, and metabolic syndrome.
Men (n=325)

Women (n=269)

P

Income level, n (%)
Lowest

118 (36.3)

118 (43.9)

Lowest middle

82 (25.2)

68 (25.3)

Upper middle

64 (19.7)

46 (17.1)

Highest

61 (18.8)

37 (13.8)

Under primary school

11 ( 3.4)

20 ( 7.4)

Middle shool

21 ( 6.5)

25 ( 9.3)

High school

123 (37.8)

107 (39.8)

Over college

170 (52.3)

117 (43.5)

＜1 time/month

70 (21.5)

122 (45.4)

≥1 time/month

255 (78.5)

147 (54.6)

Non-smoker

166 (51.1)

239 (88.8)

Current smoker

159 (48.9)

30 (11.2)

0.180

Education level, n (%)
0.039*

Alcohol intake, n (%)
＜0.001***

Smoking, n (%)
＜0.001***

Aerobic physical activity, n (%)
No

139 (42.7)

135 (50.2)

Yes

186 (57.3)

134 (49.8)

No

248 (76.3)

233 (86.6)

Yes

77 (23.7)

36 (13.4)

0

93 (28.6)

120 (44.6)

1

78 (24.0)

69 (25.7)

2

77 (23.7)

44 (16.4)

3

48 (14.8)

26 ( 9.7)

4

23 ( 7.1)

10 ( 3.7)

5

6 ( 1.8)

0 ( 0.0)

＜0.001***

1)

MetS , n (%)
＜0.001***

Number of Mets risk factor, n (%)

N (%)
Tested by chi-square method
1)
MetS: metabolic syndrome
*P＜0.05, ***P＜0.001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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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다(P1=0.047, P2＜0.05).

하였을 때에 폐경 후 여성에서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

또한, 여성은 폐경 전과 폐경 후에 따라 서로 다른

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유의적으로 높았다

양상을 보여주었다. 폐경 전 여성은 ‘규칙적 아침식사

(P1=0.043, P2=0.036).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5, 9.1%)과
‘불규칙적 아침식사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4, 6.1%), ‘아침결식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

3. 하루 섭취 끼니의 규칙도에 따른 대사증후군
분포 비교

고 있는 비율(n=5, 7.8%)은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있
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연령, 흡연 및 음주 여

하루 섭취 끼니의 규칙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연관

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를 보정하였을

성을 보기 위해 ‘규칙적으로 세 끼 먹는 군’, ‘규칙적

때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

으로 두 끼 먹는 군’, ‘규칙적으로 한 끼 먹는 군’,

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37). 폐경 후 여성은 ‘규칙

‘세 끼 모두 불규칙하게 먹는 군’ 총 네 군으로 나누

적 아침식사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

어 비교해 보았다(Table 4).

(n=13, 25.5%)이 ‘불규칙적 아침식사군’에서 대사증후

남성의 경우 ‘세 끼 모두 불규칙하게 먹는 군’에서

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4, 16.7%)에 비해 대사증후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3, 30.0%)은 ‘규칙

군 유병률이 높았으나, ‘아침결식군’에서 대사증후군

적으로 한 끼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

을 가지고 있는 비율(n=5, 55.6%)이 더 높은 패턴으로

는 비율(n=11, 25.0%)과 ‘규칙적으로 두 끼 먹는 군’

관찰되었다(P=0.076). 연령,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

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46, 23.5%)

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

및 ‘규칙적으로 세 끼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

Table 3.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breakfast intake status.
Breakfast intake/week
1)

5∼7 times
(regular)

1∼4 times
(irregular)

No eating

75 (79.8)

89 (74.8)

84 (75.0)

Men

Non MetS4) (n=248)
MetS (n=77)

19 (20.2)

30 (25.2)

28 (25.0)

Women

Non MetS (n=233)

88 (83.0)

82 (91.1)

63 (86.3)

MetS (n=36)

18 (17.0)

8 ( 8.9)

10 (13.7)

Non MetS (n=171)

50 (90.9)

62 (93.9)

59 (92.2)

5 ( 9.1)

4 ( 6.1)

5 ( 7.8)

Non MetS (n=62)

38 (74.5)

20 (83.3)

4 (44.4)

MetS (n=22)

13 (25.5)

4 (16.7)

5 (55.6)

6)

Pre-meno women

MetS (n=14)
Post-meno7) women

2)

3)

P0

P1

P2

0.642

0.138

0.200

0.252

0.047*

＜0.05*

0.818

0.037*

0.385

0.076

0.043*

0.036*

5)

Results are presented as n (%)
P-values were obtained using the Chi-square test or logistic regression model
1)
P0: unadjusted
2)
P1: adjusted for age,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income status, education status, and physical activity
3)
P2: adjusted for age,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income status, education status, physical activity, and total calorie intake
4)
MetS: metabolic syndrome
5)
Menopausal status was included for the adjustment
6)
Pre-meno: pre-menopausal women
7)
Post-meno: post-menopausal women
*P＜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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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비율(n=17, 22.7%)에 비해 대사증후군 동

부와 에너지 섭취량, 폐경 여부를 보정하였을 때에

반 비율이 높은 패턴을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지 않았다(P1=0.290, P2=0.294).

이지는 않았다(P0=0.958). 반면, 연령, 흡연 및 음주

따라서, 폐경 전과 폐경 후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서

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폐경 전 여성의 경우,

섭취량을 보정하였을 때에 끼니의 규칙도가 낮을수록

‘규칙적으로 한 끼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고 있는 비율(n=5, 13.5%)과 ‘규칙적으로 두 끼 먹는

수 있었다(P1＜0.001, P2＜0.001).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4, 4.1%)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세 끼 모두

및 ‘규칙적으로 세 끼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

불규칙하게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지고 있는 비율(n=5, 12.8%)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관

비율(n=3, 20.0%)은 ‘규칙적으로 한 끼 먹는 군’에서

찰되지 않았다(P0=0.111), 또한 연령, 흡연 및 음주 여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5, 11.1%)과 ‘규칙

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

적으로 두 끼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

취량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

는 비율(n=11, 8.7%)보다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높

지 않았다(P1=0.480, P2=0.497). 폐경 후 여성의 경우,

았고, ‘규칙적으로 세 끼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세 끼 모두 불규칙하게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17, 20.5%)보다는 낮았으나 통계

가지고 있는 비율(n=3, 75.0%)은 ‘규칙적으로 두 끼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081). 또한, 연령,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7,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

25.0%)과 ‘규칙적으로 세 끼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

Table 4.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meal regularity.
Meal regularity/day
1)

Men
Women
women

Post-meno11) women

5)

4)

2R

3R

Non MetS8) (n=248)

7 ( 70.0)

33 ( 75.0)

150 (76.5)

58 (77.3)

MetS (n=77)

3 ( 30.0)

11 ( 25.0)

46 (23.5)

17 (22.7)

12 ( 80.0)

40 ( 88.9)

115 (91.3)

66 (79.5)

MetS (n=36)
10)

3)

1R

Non MetS (n=233)

Pre-meno

2)

IR

3 ( 20.0)

5 ( 11.1)

11 ( 8.7)

17 (20.5)

11 (100.0)

32 ( 86.5)

94 (95.9)

34 (87.2)

MetS (n=14)

0 ( 0.0)

5 ( 13.5)

4 ( 4.1)

5 (12.8)

Non MetS (n=62)

1 ( 25.0)

8 (100.0)

21 (75.0)

32 (72.7)

MetS (n=22)

3 ( 75.0)

0 ( 0.0)

7 (25.0)

12 (27.3)

Non MetS (n=171)

P0

0.958

6)

P1

7)

P2

＜0.001*** ＜0.001***
9)

9)

0.081

0.290

0.294

0.111

0.480

0.497

0.050

0.076

0.058

Results are presented as n (%)
P-values were obtained using the Chi-square test or logistic regression model
1)
IR: irregular meal intake
2)
1R: one time regularity
3)
2R: two times regularity
4)
3R: three times regularity
5)
P0: unadjusted
6)
P1: adjusted for age,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income status, education status, and physical activity
7)
P2: adjusted for age,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income status, education status, physical activity, and total calorie intake
8)
MetS: metabolic syndrome
9)
Menopausal status was included for the adjustment
10)
Pre-meno: pre-menopausal women
11)
Post-meno: post-menopausal women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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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을 가지고 있는 비율(n=12, 27.3%)보다 대사증후군

동반 위험도를 분석하였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을 보유한 비율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으로

를 보정하고 살펴보았다(Fig. 1).

높았다(P0=0.050). 그러나, 연령, 흡연 및 음주 여부,

‘규칙적 아침식사군’에 비해 ‘불규칙적 아침식사군’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취량

의 대사증후군 동반 위험도가 약 8배 이상으로 통계

을 보정하였을 때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경향성으로 바

적으로 유의적으로 높았고(OR2: 8.456, CIs: 1.149∼

뀌었다(P1=0.076, P2=0.058).

62.199, P＜0.05), ‘아침결식군’도 대사증후군 동반 위
험도가 13배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4. 폐경 후 여성에서 아침식사와 끼니의 규칙도에
따른 대사증후군 동반 위험도 비교

(OR2: 13.377, CIs: 1.665∼107.511, P＜0.05). 끼니의
규칙도를 보았을 때, ‘규칙적으로 세 끼 먹는 군’에
비해 ‘세 끼 모두 불규칙하게 먹는 군’에서 대사증후

앞선 Table 3과 Table 4에서 보았을 때 아침식사의

군 동반 위험도가 높은 패턴을 보였고(OR2: 14.841,

규칙도와 끼니의 규칙도가 높을수록 1인가구 중 폐경

CIs: 0.802∼247.486, P＜0.01), 또한, ‘규칙적으로 한

후 여성에게서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유의적으로

끼 먹는 군’에 비해 ‘세 끼 모두 불규칙하게 먹는 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폐경 후 여성에서 아

에서 대사증후군의 동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침식사의 규칙도와 끼니의 규칙도에 따른 대사증후군

(OR2: 16.888, CIs: 1.258∼226.655, P＜0.05). 이상의

Figure 1. Odds ratios (ORs) and 95% conﬁdence intervals (CIs) for MetS according to breakfast intake (A) and meal regularity (B) among post-menopausal women in single person households. Odds ratio (confidence intervals), per†
formed by logistic regression model. P＜0.1, *P＜0.05 compared with reference group.
OR1: adjusted for age,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income status, education status, and physical activity,
OR2: adjusted for age, cigarette smoking, alcohol drinking, income status, education status, physical activity, and
total calorie intake, MetS: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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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폐경 후 여성에게서 아침식사의 섭취와 끼니

남성에서 아침식사의 규칙도와 끼니의 규칙도 조합

의 규칙도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낮추는 것과 연관

에 따른 대사증후군 분포를 보았을 때 일정한 패턴이

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이지 않았으나, 아침식사와 끼니의 규칙도 중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하는 경우가, 그

5. 아침식사와 끼니의 규칙도 조합에 따른
대사증후군 분포비교

리고 식사를 한 끼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 대사
증후군 동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연령,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준, 교육수

종합적으로 아침식사의 규칙도와 끼니의 규칙도 조
합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분포를 비교해 보았다(Fig. 2).

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였을 때
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으로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Figure 2. Proportion of MetS according to breakfast intake and meal regularity in men (A), women (B), pre-menopausal
women (C) and post-menopausal women (D). Results are percentage (%). P-values were obtained using the
Chi-square test or logistic regression model.
†
P: menopausal status was included for the adjustment, MetS: metabolic syndrome, 1R: one time regularity
meal intake, 2IR: two times irregular meal intake, 2R: two times regularity meal intake, 3IR: three times irregular
meal intake, 3R: three times regularity meal intak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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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1:＜0.001, P2:＜0.001).

보고된 바 있다(Gang & Lee 2016; Lee 등 2019). 대사

여성에서 아침식사의 규칙도와 끼니의 규칙도 조합

증후군은 평상시 식생활습관과 영양섭취 균형 여부와

에 따른 대사증후군 분포를 보았을 때, 아침식사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Kim 2018a),

하는 것이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동반 비율

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보정 후에 동반 비율이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Lee 등 2019).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P1: 0.074, P2: 0.073).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

폐경 전 여성에서 아침식사의 규칙도와 끼니의 규칙

해 규칙적인 식사뿐 아니라 골고루 먹기, 규칙적인

도 조합에 따른 대사증후군 분포를 보았을 때, 남성

운동 등 식생활태도에 있어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으

이나 폐경 후 여성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며(Ahn 등 2008), 연령이 어릴수록, 남자일수록 식사

식사의 불규칙도가 높은 집단에서 오히려 대사증후군

를 불규칙으로 하였고, 끼니를 거르는 양상을 보였다

동반 비율이 낮았고, 연령,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

(Kang & Jung 2019). 또한, 1인가구는 다인가구와 비

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

교했을 때, 라면, 컵라면, 탄산음료 등의 가공식품과

하였을 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P1:＜0.001,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빈도가 높았고, 영양표시를 확

P2:＜0.001). 그러나, 해당 집단의 대사증후군 동반 대

인하고 잡곡밥을 먹는 등의 비교적 건강한 식행동지

상자 수가 매우 적어서 추후 확장된 연구를 통한 확

수(Healthy Eating Index)가 낮아 1인가구가 다인가구

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폐경 후 여성에서 아

에 비해 대사증후군 보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침식사의 규칙도와 끼니의 규칙도 조합에 따른 대사

되었다(Jung 등 2002).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증후군 분포를 보았을 때, 폐경 후 여성은 아침식사

식사의 규칙도와 1인가구의 대사증후군의 관계성을

를 한 끼라도 하는 것과 끼니를 규칙적으로 할수록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낮은 경향(P0=0.067)을 확인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정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P1=0.138, P2=0.200).

본 연구에서 질병이 없는 60세 미만 1인가구 남성
의 평균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
압, 혈당 등 대사증후군 분포 및 위험요소 개수는 여
성의 값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남성에서 아침식

고 찰

사 여부는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유의적인 연관성이
없었으나, 하루 한 끼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인가구의 식사의 규

경우는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칙도(아침식사 여부와 끼니의 규칙적 섭취 정도 등)

때, 연령,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

와 대사증후군 위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이었

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 후 대사증후군

다. 본 연구를 통해 60세 미만의 1인가구 성인 남성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과 여성, 특히 폐경 전과 폐경 후에 따라 식사의 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흡연 및 음주 비율이 높은 것이

칙도와 대사증후군 위험 간의 연관성은 서로 다른 패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음주와 교육 정도가

턴을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율과 유의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우리나라는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

연구결과(Kim 2001)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가 대

한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증후군 발생 비율이 높다는 선행연구(Na 등 2010)

실정이며(Kim 2018b),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상

를 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 아침식사 여부와 끼니의

대적으로 좋지 않은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칙도가 대사증후군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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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과 음주 정도가 대사증후군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

통계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이 더 클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역학조사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인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본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폐경 전ㆍ후에 따라 식

Epidemiology Study; KoGES) 자료 등을 활용한 종단적

사 규칙도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있어 다른 양상

관찰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을 보여주었다. 폐경 전 여성보다 폐경 후 여성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남성에서는 식사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의 규칙도 외에도 대사증후군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끼니를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

수 있는 요인, 예를 들어 음주 빈도와 섭취량, 흡연

에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낮은 패턴을 보였는데,

기간과 흡연량 등으로 세분화하여 식사의 규칙도와

하루 한 끼 이상을 규칙적으로 먹는 경우에 비해 불

더불어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

규칙하게 먹는 경우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이 10배

으로 생각된다.

이상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연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60세 미만의 1인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신체활동 여

가구 성인 남성에서 끼니를 규칙적 섭취하면 대사증

부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후에도 유의적으로 관

후군 동반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여성의 경우, 폐경

찰되었다. 즉, 폐경 후 여성은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전 여성에서는 식사의 규칙 정도와 대사증후군 동반

하고, 규칙적으로 끼니를 먹는 경우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 간에 유의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폐

비율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폐경 전 여성

경 후 여성에서는 아침식사를 꾸준하게 하고, 끼니의

에서는 식사의 규칙 정도와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 간

규칙도를 지켰을 때에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을 낮출

에 유의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호르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 에스트로겐은 체지방 축적감소, 혈당 및 지질대사
등의 내분비대사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주며, 폐경 후 여성에서 관찰되는 에스트로겐의 결핍

요약 및 결론

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Spencer 등 1997). 따라서, 본 연구의 폐경 전 여성에

본 연구는 1인가구의 식생활습관(아침식사 여부,

서 식사의 규칙 정도와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 간에

끼니의 규칙적 섭취 정도)과 대사증후군 발생과의 연

유의적인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폐경

관성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전 여성에서는 식사의 규칙도 이외에 에스트로겐의

제7기 대상자 중 60세 미만의 1인가구 성인을 대상으

매개효과와 같은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1. 남성은 끼니를 규칙적으로 섭취할수록 대사증후군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횡단구

동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조로 살펴본 것으로 식사의 규칙도가 대사증후군 발

는 연령, 흡연 및 음주 여부, 소득수준, 교육수준,

생에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웠

신체활동 여부와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였을 때

다. 둘째, 식사의 규칙도 정도, 성별 및 폐경 여부 등

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으로 세분화하였을 때, 대사증후군 보유 여부의 대상

2. 여성은 폐경 전과 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

자 수가 매우 적은 경우(0명 또는 1명)가 있어서 통

었는데, 폐경 전 여성에서는 식사의 규칙 정도와

계적인 유의성 확보에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도출된

대사증후군 동반 비율 간에 유의적인 연관성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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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폐경 전 여성에서는
식사의 규칙도 이외에 에스트로겐의 매개효과와
같은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폐경 후 여성에서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대
사증후군 동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한 끼
라도 규칙적으로 먹었을 때에 대사증후군 동반 비
율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폐경 후 여성은 아침식사의 꾸준한 섭취를 포
함한 식사의 규칙도가 대사증후군 위험도를 직접
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횡
단구조로 살펴본 것으로 식사 규칙도가 대사증후군
발생에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
웠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의 역학조사자료 등을
활용한 종단적 관찰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식사의
규칙도 외에도 대사증후군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예: 음주, 흡연)을 세분화하여 식사의 규칙
도와 더불어 세부 요인의 정도에 따른 대사증후군 동
반 비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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