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우리나라 성인의 고혈압, 비만,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1], 이로

인한 국민 1인당 외래진찰 횟수는 2010년 16.4회 대비 

2019년 18.2회로 매년 증가하였고[2], 삶의 질이 저하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 만성질환 중 고혈압과 비만의

경우, 연령, 성별, 소득에 따라서 유병율에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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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인 가구의 고용형태에 따라 비만 및 고혈압 유병의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제활동을 

하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1인 가구를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여 층화추출 후 질병 유무, 경제적 특성, 건강

행태 등을 조사하였다(n=566). 고혈압과 비만 여부에 대해서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고혈압에는 고용형태

와 관련 없이 연령과 비만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낮을

수록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p<0.001). 비만 유병률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서 유의적으로 더 낮았고, 특히 비정규직은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았다(p<0.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소득 수준이 낮고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은 비정규직 1인 가구 대상으로 고혈압 및 비만 등의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방안이 더욱 실질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1인 가구, 비정규직, 고혈압, 비만, 영향요인 

Abstract To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in affecting factors of prevalence of obesity and 

hypertension according to the employment type of single-person households, aged 20 to 59 years 

old people were classified by permanent and temporary workers(n=566).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purposive quota sampling to ask disease, income and health habits. I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on hypertension and obesity,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was significantly 

affected as age and obesity increased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In particular, temporary 

workers with lower income were more likely to have hypertension(p<0.001). The prevalence of 

obesity was significantly lower for female than for male regardless of employment type. In 

particular, temporary workers had a higher prevalence of obesity as their dinner fidelity 

decreased(p<0.001). As a result, chronic disease managemen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with 

lower income and dinner fidelity should be intervened in more usefu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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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3-5], 식사의 질, 규칙적인 신체활동, 알코올 및

흡연[6-10], 수면, 스트레스[11,12]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더욱이 비만과 고혈압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

을 고려할 때[13], 생활행태를 조절하는 것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비만을 관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질환 인지율에 비하여

관리율은 낮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과 채소·과일의 

하루 500g 이상 섭취율 등의 건강생활실천은 악화되거나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14]. 

더욱이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하여 식사의 불규칙

성 및 질적 부족 비율이 높아[15,16], 식생활과 깊은 연

관성을 가지고 있는 고혈압과 비만[7]의 유병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1인 가구 식생활의 특징은 

혼자 식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인데, 혼자 식사 시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과 정크푸드를 섭취하는 비율

이 높다[17]. 특히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혼자 식사를 

할 가능성이 4배 높고, 규칙적인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18]. 이처럼 1인 가구의 식생활은 혼자 식사의 

빈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식생활관련 

질환인 고혈압, 비만의 영향요인 파악 시에는 혼자 식사

의 빈도를 포함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의 불안정성은 식생활 및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쳐[17]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은 1인 가구[19]에서 고

혈압, 고혈당,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의 발병위험이 더 

높다[20]. 더욱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하여 

소득이 불안정하여 건강관리 비용에 안정적인 지출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건강위험 요인을 더 높일 수 있다

[21].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22],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 및 낮은 임금, 불

규칙한 시간 등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21,23], 

비정규직 여성에서 고혈압의 유병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24]가 있었으나, 1인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고혈압과 비만의 유병 영향 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고혈압 및 비만 유병 영

향요인에 대하여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비교함으로써, 건

강취약계층인 비정규직 1인 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1인 가구주의 

고용형태에 따라 고혈압, 비만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경제활동에 종사

하고 있는 비정규직 및 정규직 1인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

으며,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Gallup, Korea)을 통하여

2017년 6월~11월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1인 가구는 연령별 생활행태에 차이가 있으므로[15] 

연령별 층화추출을 하였으며, 고용형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분류방식에 따라, 상용직 근로자와 사업자를 정

규직으로 그리고 그 외 임시직 및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승산비(odds ratio) 2.0,

유의수준 0.05, 그리고 검정력 0.90 수준에서 148명으로

계산된 바, 목적적 임의할당 표본추출(purposive quota 

sampling)을 통하여 인원을 할당하여 대상자를 모집한 

후 설문지는 연구참여 동의 후 자가기입식으로 진행하

였다. 그 결과 총 566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3 연구 도구 및 변수측정

조사 문항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행태조사지[5]

와 혼자 식사 조사지[25]를 활용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사회경제적 특성, 질병 유무, 식생활, 건강행태의 4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피설명 변수인 고혈압은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비만은 키와 체중을 자기 기입하여 체질량지수(BMI)를 

계산 후 WHO(Asia-Pacific Region) 와 대한비만학회

에서 기준한 25kg/㎡ 이상을 비만자로 분류하였다.  

설명변수는 고혈압 및 비만 유병의 영향요인으로

제시된 요인[3-13]에 따라, 일반적 특성인 연령 및 성별, 

사회경제적 특성인 직업형태 및 소득, 식생활 특성인

아침, 점심, 저녁식사의 충실성(균형된 식사를 제때에

챙겨먹는 정도), 혼자 식사 및 과일섭취 빈도, 건강행태

인 음주, 흡연, 운동의 빈도, 수면시간, 스트레스 정도(4

점척도: 1 대단히 많이 느낌~4 거의 느끼지 않음), 그리

고 체질량 지수(BMI >25kg/m2)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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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분석 및 검정 

분석은 STATA 14.0을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또한 고혈압 및 

비만의 유병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각각의 유병 여부를 

피설명변수로(유병자 1, 비유병자 0),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에 대한 검정결과, 고혈압의 경우 

우도비(likelihood ratio)  검정통계량이 각각 정규직

모형 38.40, 비정규직 모형 64.77로 신뢰수준 99.95% 

이상에서 모두 유의적이었으며. 비만의 경우에는 각각 

정규직 모형 45.96, 비정규직 모형 36.37로 마찬가지로 

신뢰수준 99.95% 이상에서 모두 유의적이었다.  

3. 결 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20대 24.9%, 30대 24.7%, 40대 25.8%, 50대 24.6%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 60.6%, 여성 39.4%로 나타났다. 

고혈압 유병자는 6.0%, 비만 유병자는 26.3%였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 36.8%, 비정규직 63.2%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Variables
Employment Type

Total
Permanent Temporary 

Age

20-29 50(24.0) 91(25.4) 141(24.9) 

30-39 51(24.5) 89(24.9) 140(24.7) 

40-49 56(26.9) 90(25.1) 146(25.8) 

50-59 51(24.5) 88(24.6) 139(24.6) 

Gender
Male 124(59.6) 219(61.2) 343(60.6) 

Female 84(40.4) 139(38.8) 223(39.4) 

Hyper

-tension

No 193(92.8) 339(94.7) 532(94.0) 

Yes 15(7.2) 19(5.3) 34(6.0) 

Obesity
No 153(73.6) 265(73.7) 418(73.9) 

Yes 55(26.4) 94(26.3) 149(26.3) 

Total 208(100) 358(100) 566(100)

Table 2. Results for hypertension

Variables

Permanent workers

(n=208)

Temporary workers

(n=358)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Age
          0.0784*3)

        (0.0430)

        1.0815*

        (0.0465)

          0.2278***

        (0.0552)

          1.2557***

        (0.0693)

Gender1)        -0.3164

        (0.9831)

        0.7288

        (0.7164)

       -1.1711

        (0.8384)

        0.3100

        (0.2599)

Income
       -0.2395

        (0.3655)

        0.7870

        (0.2877)

         -0.9998***

        (0.3409)

          0.3679***

        (0.1254)

Dietary behaviors 

   Fidelity of breakfast
        0.3162

        (1.1172)

        1.3719

        (1.5328)

       -0.0276

        (0.8503)

        0.9727

        (0.8272)

   Fidelity of lunch 
       -0.6763

        (0.7687)

        0.5085

        (0.3909)

        0.3255

        (0.6785)

        1.3847

        (0.9395)

   Fidelity of dinner
        -1.6489*

        (0.9064)

         0.1923*

        (0.1743)

       -1.0912

        (0.7529)

        0.3358

        (0.2528)

   Frequency of eating alone
       -0.4513

        (0.5859)

        0.6368

        (0.3731)

        0.2419

        (0.4377)

        1.2737

        (0.5575)

   Frequency of Veg. & Fruits
       -0.6870

        (0.8033)

        0.5031

        (0.4041)

       -0.9539

        (0.7862)

        0.3852

        (0.3028)

Health behaviors

   Frequency of Exercise
       -0.1079

        (0.1584)

        0.8977

        (0.1422)

        0.0189

        (0.1268)

        1.0191

        (0.1291)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0.5583*

        (0.2904)

         1.7478*

        (0.5075)

       -0.1313

        (0.2013)

        0.8769

        (0.1764)

   Smoking2)         0.5182

        (0.6996)

        1.6789

        (1.1746)

        0.3862

        (0.7098)

        1.4714

        (1.0443)

   Sleep
       -0.3171

        (0.3653)

        0.7282

        (0.2661)

        0.0037

        (0.2013)

        1.0037

        (0.2865)

   Stress
        0.0812

        (0.4635)

        1.0846

        (0.5027)

       -0.1577

        (0.4344)

        0.8541

        (0.3710)

Obesity(BMI>25kg/m2)
        0.3425***

        (0.1005)

          1.4084***

        (0.1416)

          0.3585***

        (0.0901)

          1.4312***

        (0.1289)

LR 
(p-value)   38.40(0.0005)    64.77(0.0000)

( ): Standard error 

1) Male : 0, Female : 1

2) non-smoking: 0, smoking: 1

3) *, **, ***: significant in 90%, 95%, and 99% confidence level, relatively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512

Table 3. Results for obesity 

Variables

Permanent workers

(n=208)

Temporary workers

(n=358)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Age
          0.0333*3)

        (0.0201)

          1.0338*

         (0.0207)

         0.0061

         (0.0126)

         1.0060

        (0.01236)

Gender1)          -2.0450***

         (0.4891)

          0.1293***

         (0.0632)

          -1.4055***

         (0.3351)

           0.2452***

         (0.0821)

Income
        -0.1487

         (0.1814)

         0.8618

         (0.1563)

         0.0489

         (0.1205)

         1.0501

         (0.1265)

Dietary behaviors 

   Fidelity of breakfast
         0.2139

         (0.5314)

         1.2385

         (0.6581)

         0.0321

         (0.4189)

         1.0326

         (0.4325)

   Fidelity of lunch 
         0.0935

         (0.4432)

         1.0980

         (0.4866)

         0.4079

         (0.2746)

         1.5036

         (0.4129)

   Fidelity of dinner
         0.3535

         (0.3970)

         1.4240

         (0.5652)

          -0.8246***

         (0.2847)

           0.4384***

         (0.1248)

   Frequency of eating alone
           0.7230***

         (0.2773)

          2.0606***

         (0.5715)

         0.2089

         (0.1883)

         1.2851

         (0.2419)

   Frequency of Veg. & Fruits
        -0.3176

         (0.3930)

         0.7279

         (0.2860)

         0.1745

         (0.2862)

         1.1906

         (0.3407)

Health behaviors

   Frequency of Exercise
        -0.1218

         (0.0873)

         0.8852

         (0.0772)

         0.0485

         (0.0541)

         1.0497

         (0.0567)

   Frequency of drinking alcohol
         0.1154

         (0.1314)

         1.1222

         (0.1474)

        -0.0360

         (0.0886)

         0.9646

         (0.0854)

   Smoking2)          0.4323

         (0.4300)

         0.6490

         (0.2790)

        -0.1836

         (0.3002)

         0.8322

         (0.2498)

   Sleep
        -0.2592

         (0.1872)

         0.7716

         (0.1444)

         0.0002

         (0.1254)

         1.0002

         (0.1254)

   Stress
         -0.4726*

         (0.2552)

          0.6233*

         (0.1590)

        -0.1522

         (0.3002)

         0.8588

         (0.1596)

LR 
(p-value)   45.96(0.0000)    36.37(0.0005)

( ): Standard error 

1) Male : 0, Female : 1

2) non-smoking: 0, smoking: 1

3) *, **, ***: significant in 90%, 95%, and 99% confidence level, relatively

3.2 고혈압

고혈압 유병 여부를 피설명 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규직의 경우, 연령과 음주

빈도(p<0.1) 및 비만도(p<0.001)가 고혈압 유병에 유의

적으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녁

식사를 충실히 할수록(p<0.1) 고혈압 유병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경우, 연령

(p<0.001)과 비만도(p<0.001)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규직과 달리 

소득(p<0.001)이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고혈압 발생이 더 많았다.

3.3 비만

비만 보유 여부를 피설명 변수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정규직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p<0.1),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비만인 경우가 많았으며

(p<0.001), 또한 혼자 식사하는 빈도(p<0.001)와 스트

레스(p<0.1)도 비만율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비만일 확률이 더 높았다(p<0.001). 정규

직에서 유의적이었던 혼자 식사와 스트레스는 유의적이

지 않은 반면에, 비정규직에서는 저녁식사를 충실히 할

수록 비만율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4. 고 찰 

본 연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1인 가구의 고혈압 및 

비만 유병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여, 비

정규직 1인 가구의 고혈압, 비만 관리방안의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고혈압 유병률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연령과 체질량

지수(BMI)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고혈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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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관련된 현재까지 발표된 다양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26]와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27]

에서 밝히듯이 연령 증가로 인하여 혈관두께 증가 및 

탄력성 저하, 체중증가로 인한 호르몬 변화 및 혈액양 

증가 등으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고혈압은 식사와의 연계성이 높은 질환

으로, 정규직은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알콜의 섭취가 높을수록 고혈압 유병율이 증가하였다. 

저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은 것은 비만과 관련되어 지장

조직의 증가를 나타내고 고혈압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13,28]. 알콜과 혈압과의 관련성에 대한 리뷰 및 메타

분석 연구[9,10]에서도 알콜의 양이 증가하면 혈압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기전은 교감신경계, 

호르몬, 전해질 변화, 혈관확장물질의 억제 등으로 추측

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소득이 낮을수록 고혈압의 유병이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고혈압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29]와 비정규직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정규직 여성보다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24] 등을 볼 때, 소득수준이 다인가구에 비하여 낮은

1인 가구에서[19] 그리고 고용 불안정 등의 스트레스가 

정규직보다 비교적 많은 비정규직에서[30] 고혈압의

유병율이 더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31] 고혈압은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정상혈압 유지가 가능하므로 1인 가구 특성에 맞는 고혈

압 예방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비만 유병률은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여성에서 남성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50대

까지는 전 연령에서 여성의 비만율이 남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는 여성의 체형에 대한 관심과 다이어트를 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여성은 폐경기 이후 호르몬의 변

화로 남성보다 비만 유병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5]. 정

규직은 혼자 식사 및 스트레스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

만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혼자 식사를 할 경우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고, 영양불균형 및 비만의 위험을 높인다

[17]. 스트레스 호르몬은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를 막기 때문이며,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부족은

식욕억제호르몬인 렙틴의 부족으로 이어져 비만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 또한 근무시간이

장시간일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데[32], 우리나라 정규직

은 비정규직보다 근무시간이 높아[33] 본 연구결과에서 

정규직 그룹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달리 저

녁식사의 충실도가 낮을수록 비만 유병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저녁식사를 늦게 하면 당내성이 악화되고 

지방 연소량이 감소되는 등 대사기능이 저하되어 체중

이 증가할 수 있는데[28] 지방조직의 증가는 고혈압의 

발생 기전에 직접 연관될 것으로 추측 된다[13]. 비만의 

척도인 체질량 지수(BMI)가 증가할수록 고혈압의 유병

률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34,35] 혈압이 높은 사람이 정

상 혈압의 사람에 비해 장래에 체중 증가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36].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16] 식습관도 상대적

으로 좋지 못해[18] 비만,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에 노출

될 위험이 높다. 더욱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경제적

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여 건강검진률도 낮아[9] 만

성질환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에, 우리나라는 근로자를 위한 건강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친화기업제도를 시작하였

는데[40], 이러한 노력이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

로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1인 가구의 고혈압 및 

비만 유병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1. 종사상의 지위와 관련 없이 고혈압에는 연령과 

BMI가 정(+)의 영향을 주었고, 비만에는 성별(남

성)이 정(+)의 영향을 주었다.  

2. 정규직의 경우, 고혈압에는 저녁식사의 충실성이 

낮을수록, 알콜 섭취가 많을수록 높은 정(+)의 

영향을 주었다, 비만에는 혼자 식사의 빈도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정(+)의 영향을 주었다. 

3. 비정규직의 경우, 고혈압에는 수입이 낮을수록 정

(+)의 영향을 주었고, 비만에는 저녁식사의 충실성

이 낮을수록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1인 가구의 고혈압 및 비만 유병 영향요인이 

정규직 및 비정규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건강

취약계층인 비정규직 1인 가구에 맞는 실질적인 고혈압, 

비만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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