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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comparatively investigated the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 and dietary behavior related to salt 

according to the types of dietary life style for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Methods: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May 1 to 

July 31, 2014 among 500 adults aged >19 years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areas. Results: Factor analysis of the 

dietary life style, indicated 4 factors including food convenience factor, food information emphasis factor, behavior factor of pursing 

food taste, and food purchase standard factor, which were classified into 3 groups according to differentiated dietary life style types; 

group 1 emphasized convenience and diversity of food, and price sensitiveness. and included subjects who had low interest in health and 

nutrition and were less likely to take care of their health through regular exercise,; group 2 emphasized food ingredients, food additives, 

usage and food purchase standards. and included subjects who were more likely to take care of their health through exercise and showed 

lower intake of fast food and less cases of eating out.; and group 3 showed relatively higher tendency toward dietary life style factors 

than the other two groups. The level of nutrition knowledge in sodium intake differed according to dietary life styles, an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etary practice of sodium intake. Conclusion: Nutrition education on the healthy dietary habit of reducing 

sodium intake be based on ge and gender. In addition, an effort is required to improve behavior, interest, and attitude according to the 

important tendencies of the dietary lif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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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이 생활하는 방식이며 지리적, 정

치적, 문화적, 종교적 환경으로 형성되는 개인의 행동, 직

업, 활동, 기호, 식생활양식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Farhud 

DD 2015).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먹는 

것, 즉 실질적 식품과 관련짓는 구체적인 행동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한다(Grunert KG 등 2011). 식생활라

이프스타일은 식생활과 관련된 음식의 소비, 구매, 식사

방법, 외식 등에 대한 가치와 문화를 나타내며(Sul HK 등 

2007), 소비자들의 식생활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

보다는 소비자의 기대심리, 구매욕구수준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Hong WS 등 

2011).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보고에 의하면 건

강과 삶의 질에 관련된 요인의 60%가 라이프스타일과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라이프스타일을 

따른 결과 대사성 질환, 관절과 골격 문제, 심장질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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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비만 등과 같은 질병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

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4). 이에 최근 수십 년 

동안 라이프스타일은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라이프스타일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건

강한 라이프스타일의 재형성은 유전적인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예방적 요소가 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개인의 식생활

에 대한 태도와 행동 등으로 설명될 수 있고, 식생활태도

는 영양지식, 식행동과 높은 연관성을 갖으며, 나트륨관

련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은 소금섭취에 영향을 주

고, 특히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

인이 식행동과 연관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Lallukka 

T 등 2007).

소금의 섭취와 만성질환과의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

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및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Chobanian AV & Hill M 2000, Fonseca-Alaniz MH 

등 2007, Neeland IJ 등 2012),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

사 데이터 연구에서 보고된 바, 나트륨 섭취도가 높은 군

에서 비만의 위험률이 18% 높다고 하였으며(Yoon YS & 

Oh SW 2013), 소금과 나트륨 섭취량은 위암 발생률 및 

사망률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Park B 등 2011). 그러나 소금 및 나트륨은 

그 급원의 다양성 및 식이섭취조사의 제한점으로 인하여 

정확한 섭취량의 추정이 어렵다. 또한 밥과 반찬 등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식사구성으로 인하여 식품을 통한 

소금의 섭취에 대한 조사보다는 식생활패턴을 통한 식품

의 섭취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식이의 섭취의 측

정이 시도되고 있다. 나트륨의 섭취는 식태도, 식행동, 영

양지식, 미각에 대한 선호도 등과 같은 식습관 요인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연구 되었으며(Perron M & 

Endres J 1985, Grunert KG 등 2012, Kim HH 등 2012) 

짜게 먹는 식태도 및 식행동은 영양지식, 식태도 점수 등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Kim HH 등 

2012, Rho JO & Kim HA 2013).

그러나 대부분 실제 섭취하는 식사의 구성은 매우 복

잡하고 각 식품 그룹에 속한 다양한 음식들과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어, 식생활에 대한 연구가 전체적인 식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건강과 식이패턴과

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단일 영양소나 음식보다는 

건강과 전체적인 식이패턴의 역학조사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연구추세라고 할 수 있다(Karelis AD 등 

2004, Knudsen VK 등 2014). 국민의 주요한 식행동의 특

징은 식행동이 인구학적 요인 또는 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취약집

단을 식별하여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하지 

못한 식습관과 관련된 요인의 확인은 식생활라이프스타

일과 연관된 질병연구를 위하여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유형별 집단을 세분하고 이들의 소금관련 영양지식, 식태

도, 식행동 등을 파악하여 소금섭취와 관련된 식생활라이

프스타일과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을 특징하고 소금의 섭

취를 줄일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로 유도하

는 식이개선 및 영양교육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를 대

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금관련 영양지식, 

소금섭취 식태도 및 식행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

다. 조사기간은 2014년 5월부터 7월 말까지이었으며, 총 

53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최종적으로 회수된 500부

(94.3%)의 설문지 중 불충분한 자료와 missing data를 제외

한 총 482부(96.4%)의 설문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설문 문항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문항과 선행

의 연구조사 등(Ahn JH & Hur WM 2008, Lee IO 2012)

을 참고로 하여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관련 음식과 식품

의 섭취, 구매행동, 소비, 선호태도 등에 대한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금섭취관련 영양지식, 식행동, 식태도 설문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서 사용

되는 문항 등을 연구자가 조사목적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Park YS 등 2008, Kim HY & Kim JH 2014). 소금관련 

영양지식 문항은 소금섭취와 관련된 질병, 소금의 하루권

장량, 소금의 성분, 소금의 인체 내 역할, 소금이 포함된 

식품 등에 대한 지식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소금

섭취 식생활태도 관련 문항은 소금의 함량이 높은 음식

의 섭취 태도, 소스류나 조리법의 사용, 외식의 빈도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저염섭취 행동 관련 문항은 고나

트륨 식품에 대한 선택, 조리시의 소금 사용빈도, 나트륨

관련 영양표시확인, 나트륨을 줄이는 실천행동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예’와 ‘아니오’로 측정

되었으며, ‘예’는 2점, ‘아니오’는 1점으로 점수화하여 산

출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조사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s(ver. 21.0, IBM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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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162 33.6

Female 320 66.4

Age 

17-19 150 31.1

20-29 193 40.0

30-39 8  1.7

40-49 59 12.2

>50 72 14.9

Monthly 
income

(thousand won)

<1,000 71 14.7

1,000-2,000 41  8.5

2,000-3,000 59 12.2

3,000-4,000 79 16.4

4,000-5,000 85 17.6

5,000-6,000 53 11.0

6,000-7,000 28  5.8

>7,000 27  5.6

Missing 39  8.1

Regular 
exercise

Yes 156 32.4

No 321 66.6

Special 
health care

Excercise and walking 172 35.7

Dietary management 54 11.2

Appropriate resting and sleep 123 25.5

Intake of dietary supplement 43  8.9

Etc. 6  1.2

None 84 17.4

Keep three 

meals a day

None 33  6.8

A little 119 24.7

Medium 161 33.4

Almost 112 23.2

Very much 57 11.8

Dinning out

<2/day 37  7.1

1/day 163 31.3

1/week 197 37.9

1/month 86 16.5

Rarely 37  7.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health related behavior (n=482)

Armonk,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

학적 일반문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조사대상

자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21

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의 세분화를 위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은 요인수를 최소화하면서 측정의 타당성을 저해하는 변

수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방식으로는 직교회전 

(varimax)를 이용하여 문항들의 요인분류를 명확히 하

였으며, 분석과정에서 초기 요인적재량이 0.4 미만인 문

항을 제거하고 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을 모두 추출

하였다. 각 factor들은 Cronbach's ⍺를 이용하여 신뢰성

을 검증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군집

의 분류는 계층분석과 K-평균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군집간의 

차이와 유의성 분석은 ANOVA 분석을, 각 군집간의 유의

한 차이는 Scheffe's post hoc test를 통하여 군집간 유의성

을 검증 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95% 신뢰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조사

대상자는 남성 162명(33.6%), 여성은 320명(66.4%)로 여

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93명(40.0%)으

로 가장 많았고, 10대(17-19세) 150명(31.1%), 50대 이상 

72명(14.9%), 40대 59명(12.2%), 30대 8명(1.7%)으로 나타

났다. 가계 월소득은 400-500만원 85명(17.6%), 300-400

만원 79명(16.4%), 500-600만원 53명(11.0%), 600만원 이

상 55명(8.4%) 등으로 비교적 소득이 높은 중상층이 많았

다. 주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이는 전체 

156명(35.7%)이었으며, 평소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행하고 있는 실천사항으로는 운동 및 걷기 172명(35.7%), 

충분한 휴식과 수면 123명(25.5%), 식사관리 54명(11.2%), 

건강식품 복용 43명(8.9%) 순으로 조사되었다.

매일 3끼니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35.0%  

(169명)이었으며,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다 31.5%(152명), 

보통으로 33.4%(161명)와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

들의 외식횟수는 1주일에 1회 이상 197명(37.9%)이 가장 

많았으며, 1일 1회 이상 163명(31.3%), 한달에 1회 이상 

86명(16.5%), 1일 2회 이상 37명(7.1%), 거의 하지 않는다 

37명(7.1%)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분석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

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KMO 계수는 0.701, Bartelett

의 구형성 검정은 1324.33(p<0.001)으로 요인분석을 하기

에 적합하였으며 총 설명분산은 62.4%의 설명력을 나타

내었다(Table 2).

요인 1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건강을 위해 음

식을 가려 먹는 편이다”, “음식을 먹을 때 영양가를 고려

한다”, 건강식품, 자연식품, 유기농식품을 자주 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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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Accumulated

variance (%)

Cronbach’s

⍺

Factor 1

(Health & 

Nutrition oriented)

Prefer the healthy foods 0.864

2.487 16.583 16.583 0.785Consider the nutrition of foods 0.857

Like to get healthy, natural, organic foods 0.671

Confirm the ingredients and additives when purchasing goods 0.573

Factor 2

(Convenient oriented)

Like to get bread, retort foods as meals 0.800

1.980 13.202 29.785 0.694Like to get instant, convenient foods frequently 0.822

Dinning out due to busy work 0.669

Factor 3

(Food utility oriented)

Never buy unknown company products 0.602

1.852 12.345 42.130 0.553Confirm the expiration date of foods 0.696

Prefer specific purposeful foods 0.716

Factor 4

(Food taste oriented)

Change menus for variety 0.747

1.651 11.007 53.138 0.554Choose good taste foods despite of high price and small portion 0.704

Prefer gourmet restaurant 0.655

Factor 5 (Food 

purchase oriented)

Prefer discount foods or on sale foods 0.837 1.390  9.268 62.406 0.508

Prefer big supermarket with various food kinds 0.779

KMO=0.701, Bartlett=1324.335, p<0.001.

Table 2.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analysis of dietary life‐style 

편이다”, “식료품을 구매할 때 내용물의 성분이나 첨가

물을 확인해본다” 등으로 eigenvalue는 2.487, 설명변량

은 16.58%, Cronbach’s ⍺ 0.78로 나타났으며 건강영양에 

대한 태도요인(attitude toward health and nutrition)으로 명

명하였다. 요인 2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빵이나 레토

르트 식품 등 간단한 식사로 끼니를 해결한다”, “인스턴

트 음식을 비롯한 간편 편의식을 자주 이용한다”, “바빠

서 외식을 자주 한다” 등으로 eigenvalue는 1.980, 설명

변량은 13.202%, Cronbach’s ⍺ 0.69로 나타났으며 식품

편의성요인(convenience of food)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모르는 회사의 제품을 잘 

구매하지 않는다”, “식료품을 구매할 때는 유효기간을 항

상 확인한다”, “용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제품을 선

호한다” 등이며 eigenvalue는 1.852, 설명변량은 12.34%, 

Cronbach’s ⍺ 0.55로 나타났으며 식품정보중시요인(impor-  

tance of food information)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맛을 위하여 매번 식단을 바

꾸는 편이다”, “가격이 다소 비싸거나 양이 적더라도 맛

있는 것을 선택한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며 eigenvalue는 1.651, 설명변량은 11.00%, 

Cronbach’s ⍺ 0.55로 나타났으며 음식의 맛을 찾는 행동

요인(behavior seeking food taste)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할인이나 행사하고 있는 식료품

을 우선 고려한다”, “가능하면 다양한 식료품을 구비한 

곳에서 구매한다” 등이며 eigenvalue는 1.390, 설명변량은 

9.268%, Cronbach’s ⍺ 0.50으로 나타났으며 식품구매기

준요인(food purchasing criteria)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의 세분

화는 먹거리에 대한 소비과정이 자신과 관련된 삶의 가

치와 연결 짓는 척도로서 나타나며(Grunert KG 등 2011),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식생활과 관련된 먹거리 선택과 

구매에 있어 소비자가 가치를 부여하는 행동양식으로 정

의된다고 하였으며(Um EK 2015), Lee IO(2012)의 기혼

여성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연구에서도 

건강추구, 미각추구, 편의 추구, 합리 추구형 등이 유형별

로 나타난 바 있다.

3. 식생활라이프스타일 그룹 유형별 식생활라이프스

타일 요인 평균 비교

조사대상자의 5가지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유형

에 따른 분류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분류된 군

집들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 차원에 따라 ANOVA분

석을 실시하였고, 3개의 군집과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

의 분류 차원에 대한 사후분석결과 각 군집들 간에 식생

활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p<0.001).

요인 1 건강영양에 대한 태도요인은 그룹3(3.42)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룹 1(2.1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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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1)

 (n=159) Group 2 (n=187) Group 3 (n=125) F-value p-value

Factor 1 (Health & nutrition oriented) 2.14±.52
a2),3)

2.82±.61
b

3.42±.58
c

206.995 0.000
***

Factor 2 (Convenient oriented) 3.45±.69
a

2.18±.59
b

3.04±.79
c

117.065 0.000
***

Factor 3 (Food utility oriented) 2.87±.59
a

3.52±.65
b

3.96±.53
c

140.850 0.000
***

Factor 4 (Food taste oriented) 3.08±.67
a

2.59±.59
b

3.64±.56
c

116.327 0.000
***

Factor 5 (Food purchase oriented) 3.35±.85
a

3.37±729
a

3.68±.65
b

 10.582 0.000
***

1) 
Group 1: food convenient toward; Group 2: food information toward; Group 3: food information & purchase standard toward.

2) 
Mean±SD.

3) 
Value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 test.

*** 
p<0.001.

Table 3. Difference of five dietary lifestyle factors by three cluster groups

룹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고(p<0.001), 요인 2 식품

편의성 요인은 그룹 1(3.45)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룹 

2(2.18)에서 가장 낯아 세 그룹간의 통계적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p<0.001). 요인 3 식품정보중시 요인은 그룹 

3(3.96)에 가장 높으며 그룹 1(2.87)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나 세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1), 

요인 4 음식의 맛을 찾는 행동요인은 그룹 3(3.64), 그룹 

1(3.08), 그룹 2(2.59) 순이었고, 요인 5 식품구매기준 요

인은 그룹 3(3.68), 그룹 1(3.35), 그룹 2(3.37) 순으로 세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그룹 1은 식품편의성요인 3.45점과 식품구매기준요인 

3.35점에 대하여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 반면 건강영양에 

대한 태도요인 2.14점과 식품정보중시요인 2.87점에 대하

여 다른 요인들에 비하여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즉 

식품의 이용에 있어 빠르고 편리한 점을 중요시하고, 식

품구매의 편리성과 다양성, 가격에 대하여 민감하지만 건

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식품을 구매하거나 식품의 성분이

나 제조회사 등에는 낮은 관심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

다. 따라서 그룹명을 ‘식품편의성 추구형’으로 명명하였

다. 그룹 2는 식품정보중시요인 3.52점과 식품구매기준요

인 3.37점에 대하여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식품편의

성 요인 2.18점과 음식의 맛을 찾는 요인 2.59점에 대하

여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어 식품의 성분과 첨가물, 제조

회사, 용도 등에 대한 중시 경향과 이에 대한 구매기준을 

중요시함을 나타내었고, 음식의 맛이나 맛집을 방문하거

나 편의식품을 사용하는 경향은 낮은 것을 보여준다. 그

러므로 그룹명을 ‘식품정보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그

룹 3은 식품정보중시요인 3.96점과 식품구매기준요인 

3.68점으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나, 식품의 편의성

요인 3.04점과 건강영양요인 3.42점으로 이에 대한 관심

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룹 3은 

그룹 1과 그룹 2에 비하여 식품의 편의성요인을 제외한 

4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 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관심은 상대

적으로 높은 성향을 띰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룹명을 

‘식품정보와 구매기준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Bog HJ & 

Jeon HK(2014)의 연구에서도 식품 구매의 합리적 행동 

추구 및 식품의 소비시간 간편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편익 추구형 등으로 구별된바 있으며, 식생활라이프스타

일의 유형화는 인구학적 특성과 소비자들의 가치와 의식

을 반영하는 것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 식품의 편의

성, 음식의 맛, 식품의 정보, 식품구매기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은 일반적으로 건강

과 웰빙 등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며 개인의 선택이 만들

어내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실천의 형태로 소

비된다(Svensson O & Hallberg LR 2011).

4.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 그룹간의 인구학적 특징

각 그룹별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Table 4). 그룹 

1 ‘식품편의성 추구형’은 식품편의성과 구매기준을 중시

하는 경향이 높이 나타났으며, 남녀의 비율이 유사하고, 

10대(34.6%)와 20대(44.7%)의 비율이 높으며,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은 23.2%, 평소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

별히 행하고 있는 것은 운동 및 걷기 29.8% 등으로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외식 횟수는 

하루 2회 이상에서 1주일에 1회 이상의 비율이 89.4%로 

매우 높았으며 패스트푸드 섭취 횟수의 경우 ‘자주 이용

한다’ 49.3%로 세 그룹 중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20.5%로 다른 두 

그룹에 비하여 낮았다. 그룹 2 ‘식품정보 추구형’은 남성

(41.8%)과 여성(58.2%)의 비율이 유사하나, 40대 이상 중

년층의 비율이 52.3%로 다른 그룹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도 41.8%

로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특별한 건강관리

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운동 및 걷기 41.5%로 다른 두 

그룹에 비하여 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에 충분한 

휴식과 수면(18.7%), 식사관리(9.7%), 건강식품섭취(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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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Group 1

1)

n=151(%)

Group 2

n=134(%)

Group 3

n=186(%)
χ

2
p-value

Gender
Male 63(41.7) 56(41.8)  43(23.1)

17.323 0.000
***

Female 88(58.3) 78(58.2) 143(76.9)

Age 

17-19 68(34.6) 30(22.4)  49(26.3)

75.032 0.000
***

20-29 66(44.7) 33(24.6)  87(46.8)

30-39  2(12.6)  1(0.7)   5(2.7)

40-49  5(3.3) 30(22.4)  23(12.4

>50 10(6.6) 40(29.9)  22(11.8)

Monthly income

(thousand won)

<1,000 29(21.6) 20(15.6)  22(12.8)

20.765 0.188
***

1,000-2,000 10(7.5) 13(10.2)  17(9.9)

2,000-3,000 19(14.2) 18(14.1)  21(12.2)

3,000-4,000 27(20.1) 26(20.3)  23(13.4)

4,000-5,000 23(17.2) 25(19.5)  34(19.8)

5,000-6,000 15(11.2) 16(12.5)  22(12.8)

6,000-7,000  5(3.7)  7(5.5)  15(8.7)

>7,000  2(1.5)  0(0)   7(4.1)

Missing  4(3.0)  3(2.3)  11(6.4)

Regular exercise
Yes 35(23.2) 56(41.8)  61(33.2)

18.755 0.005
***

No 115(76.2) 76(56.7) 123(66.8)

Special 

health care

Excercise and walking 45(29.8) 57(42.5)  64(34.4)

31.376 0.001
***

Dietary management 12(7.9) 13(9.7)  28(15.1)

Appropriate resting and sleep 40(26.5) 25(18.7)  57(30.6)

Intake of dietary supplement 10(6.6) 13(9.7)  19(10.2)

Etc.  4(2.6)  2(1.5)   0(0)

None 40(26.5) 24(17.9)  18(9.7)

Dinning out

<2/day 19(12.6)  5(3.7)   9(4.8)

49.147 0.000
***

1/day 50(33.1) 36(25.7)  58(31.2)

1/week 66(43.7) 36(32.1)  79(42.5)

1/month 11(7.3) 41(26.2)  26(14.0)

Rarely  5(3.3) 16(12.3)  14(7.5)

Keep three 

meals a day

None 15(9.9)  4(3.0)  13(7.0)

35.963 0.000
***

A little 51(33.8) 25(18.7)  40(22.5)

Medium 54(35.8) 39(29.1)  63(33.9)

Almost 20(13.2) 38(28.4)  52(28.0)

Very much 11(7.3) 28(20.9)  18(9.7)

Fast food intake

None  1(0.7) 15(11.5)   6(3.2)

67.641 0.000
***

A little 12(8.0) 37(28.2)  39(21.0)

Medium 63(42.0) 63(48.1)  84(45.2)

Almost 62(41.3) 13(9.9)  43(23.1)

Most frequently 12(8.0)  3(2.3)  14(7.5)

1) 
Group 1: food convenient toward; Group 2: food information toward; Group 3: food information & purchase standard toward.

***
p<0.001.

Table 4. Difference of health and dietary related behavior by three life‐style clust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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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1
1)

(n=159)

Group 2

(n=187)

Group 3

(n=125)
F-value p-value

Score of nutritional knowledge 16.03±1.51
a2),3)

16.29±1.56
a

16.57±1.42
b

 5.538 0.004
***

Score of low-salt intake dietary score 14.73±1.89
a

16.70±1.82
b

16.34±1.77
bc

48.792 0.000
***

Score of salt intake dietary score 15.23±2.04
a

13.43±2.10
b

13.03±2.37
bc

46.431 0.001
***

1) 
Group 1: food convenient toward; Group 2: food information toward; Group 3: food information & purchase standard toward.

2) 
Mean±SD.

3) 
Value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cheffe test. 

**
p<0.01, 

***
p<0.001.

Table 5. Difference of salt related nutritional knowledge, salt-intake dietary behavioral attitude, salt intake dietary scores by three 

dietary life style groups

순이었다. 외식은 거의 하지 않으며 하루세끼 식사를 규

칙적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다른 그룹과 비교하여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1), 패스트푸드 섭취율에서 

‘전혀 이용 안한다’가 28.2%로 유의적으로 차이를 나타났

다(p<0.001). 그룹 3 ‘식품정보와 구매기준 추구형’은 남

성(23.1%)에 비하여 여성의 비율이 76.9%로 높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01), 20대(46.8%)의 비율이 가

장 높고, 규칙적인 운동 비율 33.2%, 특별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운동 및 걷기 34.4%이었다. 외식횟

수는 78.5%가 하루 2회 이상에서 1주일에 1회 이상으로 

나타나 외식비율이 높았으나 패스트푸드 섭취 비율은 ‘자

주 이용한다’가 30.6%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것으로 나

타났다(p<0.001). 선행의 연구에서도 패스트푸드 섭취 비

율은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Brobeck E 등 

2015)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문화적인 요인은 

식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이 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관련하여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

이 높았다(Von Bothmer MI & Fridlund B 2005, Schmidt 

M 2012). 세대별 소비자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연구한 

Ahn JH & Hur WM(2008)의 연구에서도 실버세대가 베

이비붐세대나 X세대에 비하여 외식활동은 소극적인 것으

로 나타나며, X세대는 실버세대에 비하여 편의를 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인다.

5.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 그룹별 소금관련 영양

지식, 소급섭취 식생활태도, 저염섭취 실천 비교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 그룹별 소금관련 영양지식, 

소금섭취 관련 식생활태도, 저염섭취 실천 등에 대한 그

룹간 평균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소금관련 영양지식은 그룹 3 ‘식품정보와 구매기준 추

구형’(16.57점), 그룹 2 ‘식품정보 추구형’(16.29점), 그룹 

1 ‘식품편의성 추구형’(16.03점) 순으로 세 그룹간의 유의

적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1), 소금섭취관련 식생활태

도는 그룹 2(16.70점), 그룹 3(16.34점), 그룹 1(14.73점)으

로 유의적인 평균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p<0.001). 저

염섭취 식생활 실천 점수는 그룹 1 ‘식품편의성 추구형’

이 15.2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룹 3 ‘식품정보와 구매기

준 추구형’이 13.0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p<0.01). 

외식비율이 높은 그룹 1 ‘식품편의성 추구형’의 소금관련 

영양지식 점수는 가장 낮았으나, 소금섭취 관련 식생활태

도는 높게 나타나 실제 식생활에서 소금을 적게 섭취하

려는 노력은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외

식은 나트륨섭취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사된바 

있으며(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0), 소비

자의 대부분이 나트륨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선행의 결과와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영양적 지식을 식행동에서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룹 2 ‘식품정보 추구형’은 소금섭취관련 식생활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중년층 이상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Jiang L 등

(2015)의 연구에서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짜게 먹는 식태

도 점수가 감소하는 것과도 일치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한국인 영양섭취 기

준 하루 나트륨 목표섭취량(2,000 mg)의 2배 수준이며 이

러한 나트륨 과잉섭취의 이유는 나트륨함량이 높은 음식 

맛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Chung 

HR 2002). 그러나 나트륨의 섭취는 식태도, 식행동, 영양

지식 등과 같은 다양한 식습관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Kim 

HH 등 2012, Sarmugam R 등 2013), 지속적인 나트륨관

련 영양지식의 교육과 저나트륨 섭취 실천의 전개는 개

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더

불어 예방적 건강 실천도를 높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Ahn JH & Hur WM(2008)의 연구에서 실버세대는 환

경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현재는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 성향이 

낮을지라도 건강 성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룹 3 ‘식품정보와 구매기준 추구형’은 소금관련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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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점수와 소금섭취 식생활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저염식태도가 더 좋으며 나트

륨섭취 식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짜지 않게 먹는 식행동

을 잘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된 Rho JO & Kim HA(2013)

의 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연령이 높은 주부는 건

강관리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고 실제로 건강관리에 대

한 관심이 많은 그룹일수록 나트륨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나트륨 섭취 증가 식행동

이 많으며, 짠맛에 대한 선호도는 젊은 층에 비하여 중년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Jiang L 등 2015). 그러므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습관과 

생활환경을 포함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인지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것은 또한 사회문화적인 요소와도 연관됨을 주

지하여야 할 것이다(Park YS 등 2008).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소금관련 

영양지식, 식태도, 식행동 등을 파악하여 집단 간의 차별

점을 분석하였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건강영양에 

대한 태도요인, 식품편의성요인, 식품정보중시요인, 음식

의 맛을 찾는 행동요인, 식품구매기준요인 등 5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식생활라이프스타일요인과 유형에 따

라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그룹 1은 ‘식품편의성 추

구형’, 그룹 2는 ‘식품정보 추구형’, 그룹 3은 ‘식품정보

와 구매기준 추구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들 3개 그룹은 

차별화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

다. 그룹 1은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의 구성 비율이 높

고 외식횟수가 높으며, 하루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이 중요시 하는 식생활라

이프스타일은 식품의 편리성과 다양성, 가격 민감성이었

으며, 건강과 영양에 대한 관심도는 낮음과 더불어 규칙

적인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 등도 적게 하는 편으로 조

사되었다. 그룹 2는 40대 이상 중년층의 구성 비율이 높

았고 식품의 성분과 첨가물, 제조회사, 용도와 식품 구매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운동 

등을 통한 건강관리를 행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외식과 

패스트푸드 섭취도 낮게 조사되었다. 그룹 3은 20대 연령

층과 여성의 구성 비율이 높았으며, 식품정보중시요인과 

식품구매기준요인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다

른 두 그룹에 비하여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들에 대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소금 관련 영양

지식은 그룹 3이 가장 높았으나 저염섭취 실천은 가장 

낮았다. 소금섭취관련 식생활태도는 그룹 2에서 가장 높

았으나 실제의 저염섭취 실천도는 높지 않았다. 즉 소금

관련 영양지식이 저염실천 식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식생활태도에 있어 소금을 적게 섭

취하려는 식태도는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영양지

식의 증가는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유형별 집단으로 

구별되며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들의 식생활라이

프스타일에 따라 소금섭취에 대한 영양지식의 수준이 달

랐으며, 소금섭취 실천 식생활도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

였다. 즉 소비자들이 유지하는 식생활은 그들이 유지하

는 식생활에 대한 태도, 행동, 의견에 따라 차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생활관련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

들의 삶의 가치와 의식이 반영되는 것이며, 그들만의 고

유한 특성이 식생활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소금의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영양

교육은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은 물론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의 중요 성향에 따라 그들의 

행동과 관심, 태도 등을 개선하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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