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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애주기는 8단계 생애주기 발달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

애주기 사건을 기준으로 나눈 Erikson의 이론(Erik E 1993)에 

입각하여 구분한다. 청년기는 20~29세, 장년기는 30~49세로 

나누어 구분한 2단계 성숙기는 정규교육 후 첫 일자리에 진

입하고, 결혼 및 출산과 자녀양육을 하는 시기이다. 3단계인 

노쇠기는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은퇴 및 

자녀의 독립이 발생하는 시기로 50~64세의 중년기와 65세 

이상의 노년기로 구분된다(Statistics Korea 2014).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

달로 인하여 국민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27세이었던 것이 

2019년 현재 83.3세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026년에는 65
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8%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1). 이처럼 양적 수명연

장이 현실화 되었으나 유병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인 건강

수명은 2018년 64.4세로, 일생의 마지막 20년 정도를 질병이

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과 통증, 불안과 우울감 등의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게 된다(e-Country Index 2021). 이에 

성인기 초기부터 노년기의 건강하고 질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질은 통증, 신체적 증상, 피로 등 주관적으로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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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dietary  and life across age groups of Korean adults. 
According to life cycle, four age groups (20~29, 30~49, 50~64, ≥65) were created. Anthropometric indic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group (p<0.001). Energy intake significantly decreased according to age group as a result of decreased 
protein and fat intake (p<0.001). The intake levels of minerals, vitamins, and dietary fiber per 1,000 kcal were the lowest in the 
20~29 age group (p<0.001). Whereas saturated fatty acids, MUFA, and PUFA intake levels were the highest for those in the 20~29 
age group (p<0.001). The quality of dietary (DQI-I) increased with age group, but the quality of life (EQ-5D index) decreased 
(p<0.001). The quality of dietary showed 5.8% explanation power on the quality of life (p<0.001). Additionally, diet moderation 
was shown as having a negative effect, but the diversity and balance of die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By age 
group,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dietary and quality of life was the highest in ≥65 age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actical dietary education is needed from the 20’s to ensure the quality of healthy life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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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과 구토, 운동 가능 범위, 면역체계의 기능과 같은 객관

적인 증상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건강과 우울, 불안, 대처와 

같은 심리적 건강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사회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란 사회적 지지, 결혼만족, 의사소통 등을 의미하

며, 기능적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란 근로 시간, 가사노동량, 
일상생활 활동의 제한정도, 경제적 문제 등을 포함한다

(Zebrack B 2000). 그리고 종합적인 건강상태가 이러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Jakobsson 등 2004; Sohn SY 2009), 건강의 

중요 결정요인인 영양상태 또한 전반적인 삶의 질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Drewnowski & Evans 
2001). 

삶의 질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삶의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Zebrack B 2000). 삶의 질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EQ-5D는 

건강관련 삶의 질을 측정하는 포괄적인 도구로 보건의료분

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McEwen 등 2009). 현재까지 

EQ-5D index를 활용한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Jakobsson 등 

2004).
질병과 단일 영양소 및 몇 가지의 식품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들은 영양소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어서(Jeon & Kim 201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품군 섭취의 다양성 및 구체적인 식습관 평가를 통한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Kim 등 2003; Fung 등 2005; Tur 등 

2005). 이 중에서 Diet Quality Index-International(DQI-I)는 국

제적인 식사의 질적 평가 도구로, 종합적인 식사의 질 측정

을 위해 개발된 도구로, 식사의 질과 염증지표 농도의 상관

성(Kim 등 2011), 뇌졸중 환자에서 식사의 질과 대뇌 죽상경

화증과의 상관성(Son 등 2015), DQI-I를 이용한 암 생존자와 

정상 대조군의 식이패턴 분석(Lee 등 2019) 등 다양한 국내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삶의 질은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되

는 노인에서 낮아지며(Kang 등 2012), 영양부족자 분율 또한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Bowman S 2007; Lee 등 

2015; KDCA 2021). 그리고 최근 들어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건강관련 생활습관 및 음식섭취에 대한 연구(Lee 등 2015)가 

시도되고 있으나 생애주기에 따른 식사의 질의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청
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른 식사의 질과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고, 식사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

적인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중 2013년~2016년 자료를 해당 기관의 정식 요청 절차에 따

라 요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공받아 활용하였다. 20세 

이상의 성인 24,095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신부나 수유부(323
명), 1일 총 에너지가 500 kcal 이하이거나 5,000 kcal 이상

(3,249명)으로 부적절한자(Willett W 2013), 인구통계학적 자

료 무응답자(2,453명), 혈액검사 전 8시간 공복을 준수하지 

않은 자(341명)를 제외하고 최종 17,729명(20~29세 1,804명, 
30~49세 6,076명, 50~64세 5,058명, 65세 이상 4,791명)을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은 남성과 여성, 결혼여부는 

기혼과 미혼, 거주지역은 동과 읍면,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소득은 하, 중
하, 중상, 상으로 나누었다. 건강관련 요인으로 월간 음주여

부, 현재 흡연 여부, 스트레스 인지율, 일주일간 걷기일수, 일
주일간 근력운동일수를 활용하였다. 보유질환은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증, 협심증), 당
뇨병,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기타 질환(우울증), 만성신장질

환(신부전),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갑상선암, 기타암), 만성간질환(간경변증) 유병 유무로 알아

보았다. 

2) 건강지표
건강지표에서 신체적 특징으로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BMI: body mass index), 허리둘레를 이용하였고, 생화학적 

지표로는 공복혈당과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혈청 중성지방을 활용하였다.

3) 영양소 섭취상태
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 식품섭취 분석결과를 활용

하였다. 에너지영양소 에너지비는 당질은 섭취량에 4 kcal, 
단백질은 섭취량에 4 kcal, 지방은 섭취량에 9 kcal를 곱한 후 

총 에너지 섭취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조절영양소 중 무기질

은 칼슘, 인, 나트륨, 칼륨, 철분을 분석하고, 비타민은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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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rotene, vitamin B1, vitamin B2, niacin과 vitamin C를 이용

하였다.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소는 1일 섭취한 영양소

의 양에 1,000을 곱한 후 에너지 섭취량으로 나누어서 1,000 
kcal 당 영양소 밀도를 구하였다. 지방산에서는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을 활용하였다. 

4) 식사의 질(DQI-I)
본 연구에서 사용된 DQI-I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

국인을 위한 식사지침과 한국지질학회에서 권장하는 식사지

침을 토대로 수정된 것으로(Yun 등 2009), 다양성, 적정성, 절
제성, 균형성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 항목

에서는 식품군별(육류/가금류/생선류/난류, 우유류/두류, 곡

류, 과일류, 채소류)과 단백질 급원별(육류, 가금류, 생선류, 
난류, 우유류, 두류) 섭취 수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섭취할수

록 높은 점수로 계산하며, 적정성 항목에서는 채소류, 과일

류, 곡류, 식이섬유소, 단백질, 철, 칼슘, vitamin C의 일정 

serving size 대비 섭취비율 또는 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였다. 절제성 항목에서는 총지방, 포화지

방산, 콜레스테롤, 나트륨 및 empty calorie foods의 총 열량 

대비 섭취비율 또는 일정량 이상 섭취한 정도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empty calorie foods는 열량조성 대부분이 

탄수화물과 지방으로부터이고,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등

은 거의 포함하지 않은 아이스크림, 과자, 초콜릿, 사탕, 탄산

음료 및 주류와 같은 고열량 음식을 계산하였다. 균형성 항

목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율과 지방산의 섭

취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사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5) 삶의 질 지수(EQ-5D)
삶의 질 지수에 대한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

한 Euro Quality of life-5 dimension(EQ-5D) index를 사용하였

다(Rabin & de Charro 2001). EQ-5D는 EuroQoL Group에서 개

발한 것으로, 운동능력(mobility problems), 자기관리(self-care 
problems), 일상활동(problems with usual activities), 통증/불편

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 등 5개의 객

관식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은 level 1(문제없음), 
level 2(다소 문제있음), level 3(심각한 문제있음)의 3가지 척

도 중 하나로 표시하여 최악의 건강상태를 －1점부터 최상의 

건강상태를 +1점까지의 범위 중 하나의 숫자로 측정한다. 
EQ-5D index는 EQ-5D의 5개 항목을 하나의 지수로 전환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한국인에 맞는 가중치를 

부여한 공식을 활용하였다. EQ-5D index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좋음을 의미한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3.0(IBM, Chicago, USA)을 이용하여 층

화․집락 추출 및 건강 설문․검진․영양조사의 연관성 가

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생애주기에 따른 분석 시에 명목과 순위척도는 빈도와 백분

율로 나타내고,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독립성 검정을 하였다. 
비율척도는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Wald-F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이 때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변수들을 보정하였다. 생애주기에 따

라 식사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는 stepwise 방
식으로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0.05 수준에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분석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 중 남성 41.0%와 여성 59.0%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으나 특히 30~49세와 50~ 
64세에서 더 높았다(p<0.001). 결혼 유무에서는 기혼자의 비

율이 20~29세는 12.2%이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율

이 더 높았다(p<0.001). 거주지역은 전체의 80.3%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65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시골거주자 

비율(27.5%)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교육수준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는데(p<0.001), 20~29세에서 고졸자 비

율이 높은 것은 아직 대학 재학자가 많은 이유에서 기인된 

결과로 생각된다. 가구소득은 50~64세까지는 소득이 유지되

나 65세 이상에서 소득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p<0.001). 통계청 고령자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
세 이상 노인의 28.9%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 일반 수급

자로 조사되었으며, 이 계층에서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Sta-
tistics Korea 2018). 월간 음주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고(p<0.001), 현재 흡연여부는 30~49세에서 가

장 높았으며, 50~64세, 65세 이상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다(p<0.001). 스트레스 인지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p<0.001). 일주일간 걷기일수는 20~29세와 65세 

이상에서 높았고(p<0.001), 근력운동일수는 20~29세에서 가

장 높았다(p<0.001).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 개수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

졌고, 특히 3개 이상이 50~64세가 7.0%에서, 65세 이상에서 

18.5%로 크게 증가하였다. Park & Jung의 연구(2020)에서 

65~85세 노인의 약 44%가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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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지표 비교
Table 2의 건강지표의 신체적 특성 분석결과를 보면 신장

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p<0.001), 체중의 경우도 30~49세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

다 이후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p<0.001). 체질량지수에

서 30~49세는 25 kg/m2이상으로 경도비만이었고, 20~29세

(24.30 kg/m2), 50~64세(24.91 kg/m2), 65세 이상(23.85 kg/m2)

은 모두 과체중을 나타내었다(p<0.001). 이는 Table 1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이 30~49세의 월간 음주율과 현재 흡연률이 다

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던 반면 걷기와 근력운동 횟수는 낮았

던 것이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허리

둘레는 20~29세가 81.92 cm로 가장 작았고, 50~64세에서 가

장 높은 수치(85.31 cm)를 보였다(p<0.001). 허리둘레는 복부지

방 및 심혈관계 위험의 좋은 간접 지표로(Rankinen 등 1999), 

Variables Total 
(n=17,729)

20~29 
(n=1,804)

30~49 
(n=6,076) 

50~64 
(n=5,058)

≥65 
(n=4,791) p-value

Sex <0.001***

  Male 7,264(41.0)1) 780(43.2) 2,386(39.3) 2,002(39.6) 2,096(43.7)
  Female 10,465(59.0) 1,024(56.8) 3,690(60.7) 3,056(60.4) 2,695(56.3)
Marital status <0.001***

  Married 15,294(86.3) 221(12.2) 5,331(87.7) 4,978(98.4) 4,764(99.4)
  Unmarried 2,435(13.7) 1,583(87.8) 745(12.3) 80(1.6) 27(0.6)
Residence <0.001***

  Urban 14,243(80.3) 1,627(84.2) 5,132(84.2) 4,011(82.5) 3,473(72.5)
  Rural 3,486(19.7) 177(15.8) 944(15.8) 1,047(17.5) 1,318(27.5)
Education level <0.001***

  ≤Primary school 4,363(24.6) 15(0.8) 96(1.6) 1,281(25.3) 2,971(62.0)
  Middle school 1,914(10.8) 19(1.0) 231(3.8) 1,010(20.0) 654(13.6)
  High school 5,692(32.1) 959(53.2) 2,279(37.5) 1,689(33.4) 765(16.0)
  ≥College 5,760(32.5) 811(45.0) 3,470(57.1) 1,078(21.3) 401(8.4)
Household income <0.001***

  Low 3,560(20.1) 175(9.7) 369(6.1) 702(13.9) 2,314(48.3)
  Middle low 4,459(25.1) 447(24.8) 1,414(23.3) 1,296(25.6) 1,302(27.2)
  Middle high 4,745(26.8) 568(31.5) 2,129(35.0) 1,355(26.8) 693(14.4)
  High 4,965(28.0) 614(34.0) 2,164(35.6) 1,705(33.7) 482(10.1)
Monthly drinking rate 10,354(58.4) 1,281(71.0) 3,998(65.8) 2,660(52.6) 1,739(36.3) <0.001***

Current smoking rate 3,918(22.1) 444(24.6) 1,653(27.2) 1,012(20.0) 503(10.5) <0.001***

Stress recognition 4,610(26.0) 566(31.4) 1,798(29.6) 1,103(21.8) 882(18.4) <0.001***

Exercise
  Walking (day/week) 5.34±0.032) 5.95±0.03 4.83±0.02 4.85±0.03 5.74±0.09 <0.001***

  Strength exercise (day/week) 1.87±0.01 2.11±0.02 1.71±0.01 1.86±0.01 1.79±0.02 <0.001***

Chronic disease <0.001***

  0 10,733(60.5) 1,755(97.2) 5,273(86.8) 2,544(50.3) 1,161(24.2)
  1 3,644(20.6) 42(2.2) 633(10.4) 1,411(27.9) 1,558(32.5)
  2 2,076(11.7) 7(0.6) 135(2.2) 747(14.8) 1,187(24.8)
  ≥3 1,276(7.2) 0(0.0) 35(0.6) 356( 7.0) 885(18.5)
1) Number (%)
2) Mean±S.E. 
***p<0.00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life cycle



허은실․서보영 한국식품영양학회지100

특히 복부비만은 중년기 이후 여성에서 가장 빈발하는 대사

증후군 지표 중 하나로 폐경을 전후한 50~64세는 더 집중적

인 관리가 요구된다(Cha BK 2020). 복부비만은 인슐린 저항

성 및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적정한 체중과 허리둘레 유지를 위해 연령대에 알맞은 건강

한 생활습관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Albu 등 2000; Després 
등 2008).

생화학적 지표에서 전체의 공복혈당은 2003년 미국당뇨

학회에서 제시한 공복혈당장애 기준(Kahn R 2003)인 100 
mg/dL를 초과한 100.56 mg/dL이었고,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20~29세만 정상 공복혈당 범위에 속하였고, 다른 연령대는 

모두 공복혈당장애 값을 보였다(p<0.001). 2016년 국민건강

통계(KDCA 2021)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공복혈당 기준 당

뇨병 유병률은 30~39세 2.7%에서 60~69세 21.8%로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전체의 총콜레스테롤값은 189.93 mg/dL로 

정상 값 기준인 200 mg/dL 미만보다 낮았고, HDL-콜레스테

롤의 전체 평균값은 50.01 mg/dL, LDL-콜레스테롤은 121.04 
mg/dL, 중성지방은 139.20 mg/dL로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

다(Dyslipidemia Treatment Guideline 2015). 생애주기별로는 

50~64세에서 이전 연령대에 비해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농도가 더 높았

다가 65세 이상에서 감소하였는데(p<0.001), 2016년 국민건

강통계(KDCA 2021) 결과를 보면 연령구분이 본 연구와 차이

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고콜레스테롤혈증, 고

중성지방혈증에서 60~69세 비율이 가장 높았고, 70세 이후에 

크게 감소하였다.
 
3. 영양소 섭취상태 비교
영양소 섭취상태를 생애주기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Table 

3을 보면 모든 영양소에서 생애주기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에너지 섭취량은 연령이 증가할

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p<0.001), 단백질(p<0.001)과 

지방 섭취량(p<0.001)의 감소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결과는 Soh SM의 연구(2020)에서도 볼 수 있다. 에너지영

양소 섭취비(CPF Ratio)를 구한 결과 65.50%:14.48%:19.02%
로,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성인 권장비율인 55~65%:7~20%: 
15~30%에 근접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생애주기별로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탄수화물 섭취비(p<0.001)는 증가하는 반면 단백질

(p<0.001)과 지방 섭취비(p<0.001)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채소, 과일류보다는 육류 선호율이 높은 20대의 식습관

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Kim & Park 2014). 탄수화

물 섭취비가 높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어․육류군과 

우유 및 유제품 섭취 횟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지질의 영

양섭취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등 2018). 따라서 탄수화

물, 지질, 단백질 등 에너지영양소 섭취비를 한국인영양섭취

기준에서 제시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무기질의 경우 에너지 1,000 kcal당 칼슘(p<0.001)과 인

Variables Total 
(n=17,729)

20~29 
(n=1,804)

30~49 
(n=6,076) 

50~64 
(n=5,058)

≥65 
(n=4,791) p-value

Anthropometric indices
  Height (cm) 162.49±0.082) 165.71±0.08 164.11±0.09 161.28±0.12 158.88±0.06 <0.001***

  Weight (kg) 65.48±0.18 67.15±0.23 68.72±0.19 65.35±0.24 60.69±0.22 <0.001***

  Body mass index (kg/m2) 24.58±0.06 24.30±0.09 25.28±0.06 24.91±0.06 23.85±0.08 <0.001***

  Waist circumference (cm) 84.25±0.14 81.92±0.18 85.19±0.12 85.31±0.16 84.59±0.19 <0.001***

Biochemical indices
  Fasting blood sugar (mg/dL) 100.56±0.86 96.01±0.93 101.75±0.95 103.75±0.77 100.71±0.96 <0.001***

  Total cholesterol (mg/dL) 189.93±2.40 174.71±2.30 191.07±2.54 200.75±2.41 193.20±2.44 <0.001***

  HDL-cholesterol (mg/dL) 50.01±0.25 50.81±0.29 49.72±0.25 49.78±0.30 49.70±0.26 <0.001***

  LDL-cholesterol (mg/dL) 121.04±0.46 113.68±0.59 122.06±0.47 126.16±0.72 122.27±0.68 <0.001***

  Triglyceride (mg/dL) 139.20±2.54 117.51±3.12 153.82±2.80 156.20±2.85 129.28±2.48 <0.001***

1) Adjusted for sex, marital status, residence, education level, income, smoking rate, drinking rate, mental stress,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chronic disease in total subjects.

2) Mean±S.E. 
***p<0.001.

Table 2. Health-related indices of subjects by life cyc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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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칼륨(p<0.001), 철분(p<0.001)의 섭취수준은 20~29
세에서 가장 낮았고, 50~64세에서 가장 높았다. 나트륨 섭취

수준은 사회생활에 주력하는 30~4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고(p<0.001),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았다. 칼륨섭취수준은 

50~64세에서 가장 높았다(p<0.001). 
에너지 1,000 kcal당 vitamin 섭취수준에서 vitamin A와 

carotene, vitamin C의 경우 20~29세에서 가장 낮은 섭취수준

을 보였고, thiamin과 riboflavin, niacin의 경우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섭취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 vitamin A, carotene, 
thiamin, vitamin C의 경우 50~64세에서, riboflavin과 niacin의 

경우 30~49세에서 가장 높은 섭취수준을 보였다. 에너지 

1,000 kcal당 식이섬유소 섭취수준은 20~29세와 30~49세에 

비해 50~64세와 65세 이상에서 더 높았다. 
지방산에서 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

Variables Total 
(n=17,729)

20~29 
(n=1,804)

30~49 
(n=6,076) 

50~64 
(n=5,058)

≥65 
(n=4,791) p-value

Energy (kcal) 1,681.25±42.512) 1,765.46±42.41 1,713.38±44.23 1,690.45±41.37 1,555.70±43.44 <0.001***

Energy nutrient intake
  Carbohydrate (g) 287.10±11.48 275.73±11.22 286.63±11.73 299.04±11.46 287.01±11.65 <0.001***

  Protein (g) 59.12±0.75 65.59±0.74 61.07±0.63 58.44±0.96 51.37±0.85 <0.001***

  Fat (g) 32.93±0.59 44.46±0.59 35.84±0.58 28.95±0.74 22.46±0.66 <0.001***

Energy ratio
  Carbohydrate (%) 66.50±0.43 61.85±0.40 65.24±0.47 68.15±0.43 70.75±0.46 <0.001***

  Protein (%) 14.48±0.11 15.07±0.13 14.64±0.12 14.39±0.11 13.84±0.11 <0.001***

  Fat (%) 19.02±0.33 23.08±0.29 20.11±0.36 17.46±0.33 15.41±0.35 <0.001***

Nutrient density per 1,000 kcal
Mineral
  Calcium (mg) 231.13±3.40 208.10±3.68 231.73±3.54 251.62±3.67 233.08±3.60 <0.001***

  Phosphorus (mg) 531.24±16.20 505.83±15.45 531.22±16.59 553.98±16.84 533.93±16.06 <0.001***

  Sodium (mg) 1,772.11±35.24 1,724.01±35.72 1,888.20±36.28 1,768.55±35.65 1,715.67±37.19 <0.001***

  Potassium (mg) 1,471.49±47.11 1,269.15±46.84 1,442.37±48.74 1,613.72±47.08 1,560.72±46.29 <0.001***

  Iron (mg) 7.73±0.09 7.07±0.14 7.71±0.07 8.22±0.10 7.93±0.10 <0.001***

Vitamin
  Vitamin A (μgRE) 275.90±14.46 241.73±14.61 276.57±14.45 306.62±13.68 278.67±17.57 <0.001***

  Carotene (μg) 1,341.16±77.18 1,068.61±77.97 1,318.99±77.92 1,559.41±69.80 1,417.63±98.60 <0.001***

  Thiamin (mg) 0.85±0.01 0.84±0.01 0.86±0.01 0.87±0.01 0.83±0.01 <0.001***

  Riboflavin (mg) 0.64±0.03 0.63±0.03 0.66±0.03 0.65±0.03 0.62±0.03 <0.001***

  Niacin (mg) 7.03±0.11 6.97±0.12 7.22±0.11 7.16±0.11 6.79±0.10 <0.001***

  Vitamin C (mg) 32.70±1.18 20.19±1.15 29.34±1.41 40.96±1.03 40.32±1.15 <0.001***

Dietary fiber (g) 12.90±0.74 9.98±0.72 12.22±0.74 14.90±0.73 14.51±0.75 <0.001***

Fatty acid 
  Saturated fatty acid (g) 10.31±0.13 14.14±0.15 11.33±0.19 8.84±0.16 6.91±0.15 <0.001***

  MUFA3) (g) 10.07±0.33 14.05±0.31 11.14±0.31 8.64±0.38 6.44±0.35 <0.01**

  PUFA4) (g) 8.15±0.20 10.47±0.24 8.52±0.18 7.63±0.23 6.00±0.20 <0.001***

1) Adjusted for sex, marital status, residence, education level, income, smoking rate, drinking rate, mental stress,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chronic disease in total subjects.

2) Mean±S.E. 
3)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4) PUFA: polyunsaturated fatty acid.
**p<0.01, ***p<0.001.

Table 3. Nutrient intake of subjects by life cyc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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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준 모두 20~29세에서 가장 높은 섭취수준을 보였으

며,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탄수화물 섭취 

수준의 불균형은 thiamin, riboflavin, niacin, vitamin C, 칼슘, 
인, 철 등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전체적인 영양섭취 수준을 결정

하는 중요요인으로 작용한다(Park 등 2014). 또한 잡곡 및 과

일의 낮은 섭취수준, 높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에서 영

양불균형이 초래되었음을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의 식생활

평가지수 개발 및 현황에서 알 수 있다(Yoon & Oh 2018). 
2016년 국민건강통계 자료(KDCA 2021)에 의하면 칼슘은 채

소류, 우유류, 어패류가 주요급원으로 나타났고, 칼륨과 철은 

채소와 곡류, vitamin A는 당근, 고추, 무청, 김으로 확인되었

다. vitamin B군의 경우 대부분 곡류와 육류를 주요 급원으로 

하며 thiamin은 채소, riboflavin은 난류와 채소류, niacin은 어

패류, vitamin C의 경우 과일류와 채소류가 주요 급원이었다. 
 
4. DQI-I를 이용한 식사의 질 비교
생애주기별로 DQI-I를 이용한 식사의 질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QI-I 전체 총점은 67.13점이었고, 생애주기별

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p<0.001). 
다양성 항목 중 식품군별 다양성에서는 20~29세에서 전체 

평균인 11.02점에 미치지 못하는 10.84점으로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였으며, 단백질 급원식품 내 다양성에서는 20~29세에

서 가장 높은 점수를,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적정성 항목의 경우 20~29세에서는 25.82점으로 가장 낮

았고, 50~64세에서는 30.54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이러

Variables Total 
(n=17,729)

20~29 
(n=1,804)

30~49 
(n=6,076) 

50~64 
(n=5,058)

≥65 
(n=4,791) p-value

DQI-I overall score (100) 67.13±0.112) 62.22±0.17 65.92±0.10 70.07±0.14 70.39±0.06 <0.001***

Variety (20) 14.20±0.04 14.36±0.06 14.44±0.06 14.21±0.04 13.80±0.03 <0.001***

  Overall food group variety (15) 11.02±0.03 10.84±0.05 11.10±0.04 11.14±0.03 11.98±0.03 <0.001***

Within-group variety for protein 
source(5) 3.19±0.01 3.52±0.02 3.34±0.02 3.07±0.02 2.82±0.01 <0.001***

Adequacy (40) 28.48±0.07 25.82±0.10 28.00±0.09 30.54±0.08 29.56±0.08 <0.001***

  Vegetable group (5) 4.33±0.03 3.47±0.04 4.33±0.04 4.95±0.04 4.59±0.04 <0.001***

  Fruit group (5) 2.42±0.02 1.89±0.03 2.22±0.03 2.81±0.02 2.77±0.02 <0.001***

  Grain group (5) 4.41±0.01 4.36±0.01 4.41±0.01 4.42±0.01 4.48±0.01 <0.01**

  Fiber (5) 3.73±0.01 3.29±0.02 3.72±0.01 4.06±0.02 3.85±0.01 <0.001***

  Protein (5) 4.65±0.01 4.67±0.01 4.65±0.01 4.64±0.01 4.62±0.01 <0.01**

  Iron (5) 4.22±0.01 3.80±0.02 4.02±0.02 4.57±0.01 4.48±0.01 <0.001***

  Calcium (5) 2.28±0.01 2.21±0.02 2.32±0.02 2.39±0.02 2.22±0.01 <0.001***

  Vitamin C (5) 2.36±0.02 2.00±0.02 2.28±0.02 2.63±0.02 2.53±0.02 <0.001***

Moderation (30) 22.06±0.05 19.69±0.11 21.03±0.07 22.78±0.05 24.75±0.06 <0.001***

  Total fat (6) 4.58±0.01 3.71±0.03 4.44±0.02 4.97±0.02 5.20±0.02 <0.001***

  Saturated fat (6) 4.86±0.02 4.15±0.03 4.74±0.02 5.21±0.02 5.36±0.02 <0.001***

  Cholesterol (6) 4.71±0.02 4.32±0.04 4.53±0.02 4.88±0.02 5.12±0.02 <0.001***

  Sodium (6) 2.74±0.03 2.66±0.04 2.46±0.04 2.70±0.04 3.13±0.04 <0.001***

  Empty calorie foods (6) 5.17±0.14 4.85±0.03 4.85±0.02 5.02±0.02 5.94±0.02 <0.001***

Overall balance (10) 2.39±0.24 2.33±0.27 2.47±0.25 2.50±0.22 2.27±0.22 <0.001***

  Macronutrient ratio (6) 1.60±0.01 1.66±0.03 1.76±0.02 1.62±0.01 1.37±0.02 <0.001***

  Fatty acid ratio (4) 0.82±0.16 0.83±0.18 0.80±0.16 0.88±0.16 0.78±0.17 <0.001***

1) Adjusted for sex, marital status, residence, education level, income, smoking rate, drinking rate, mental stress,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chronic disease in total subjects.

2) Mean±S.E. 
**p<0.01, ***p<0.001.

Table 4. DQI-I component scores of subjects by life cyc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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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단백질을 제외한 채소, 과일, 곡류, 식이섬유소, 철
분, 칼슘, 비타민C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철분, 칼슘, 비타

민C, 식이섬유소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영양소 섭취수준 비

교 결과와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제성 항목에서도 20~29세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

며, 이는 총 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양소 섭취수준 비교 결과(Table 4)
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방 섭취수준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 섭취수준이 낮아지

는 것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식물성 단백질의 급원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지방 섭취수준에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Jang & Ryu 2020). 
균형성 항목에서는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

으며, 이는 세부항목인 다량영양소비율과 지방산 비율에서

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식생활평가지수 분석결과(Yoon & 
Oh 2018)에 의하면 19~29세 군에서 가장 낮은 식생활평가지

수를 보였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서 본 연

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연령이 식사의 질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5. EQ-5D index를 이용한 삶의 질 지수 비교
EQ-5D index를 활용하여 삶의 질 지수를 생애주기별로 비

교한 결과 20~29세에서 0.95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보인 반

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낮아져서 65세 이상에서 

가장 낮은 삶의 질을 보였다(Table 5).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Sohn SY의 연구(2009)에서 연령과 교육수준, 직업

유무, 월 소득, 의료보험, 주관적 건강상태, 활동제한 등을 제

시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활동에 제한이 없

는 경우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우울증, 불
안, 인지 및 기능장애, 사회적 소외감, 통증, 다약제 복용, 요
실금 등과 같은 노인증후군 증상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반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노인인구의 자기관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Kang & Park 2020).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 시대에 노년층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년기의 건강상태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대책과 일정 수준의 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인구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며, 주관적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하다. 

6. 식사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식사의 질(DQI-I)과 식사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성, 적정성, 

절제성, 균형성 항목들이 삶의 질(EQ-5D)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Table 6).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Tolerance)가 모두 0.1 이상이고, 분산확대인자(Vari-
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하로 산출되어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Durbin 
Watson 계수(D.W.) 역시 1.775~1.951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에서

는 투입된 독립변수들 중 다양성, 절제성, 균형성, DQI-I 총점

이 채택되었고, 그 설명력은 R2=0.058(F=265.330, p<0.001)으
로 나타났다. 베타계수(β)를 보면 절제성은 삶의 질에 음(－)
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양성, 균형성과 DQI-I 총점은 양

(+)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활기차고 건강한 삶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식이 필요량과 식품 선호도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식품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인 식품안정성은 신체

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고,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Dewing 등 2013; Yang YJ 2015). 생애주기에 따라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20~29세와 30~49세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50~64세에서는 R2이 2.3%이었고, 65
세 이상에서는 4.2%의 관련성을 보였다. Shim 등(2008)은 노

인에서 소득과 연관되어 식품불안정성의 비율이 다른 생애

주기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식사의 질을 구성하는 항목들 중 절제성만 

채택이 되었고 β값은 음(－)의 영향을 미쳤으며, 식사의 질 

총점의 β값은 0.159로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사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

인으로 작용하며, 그 중에서도 중년기 이상의 연령대에서 유

Variables Total 
(n=17,729)

20~29 
(n=1,804)

30~49 
(n=6,076) 

50~64 
(n=5,058)

≥65 
(n=4,791) p-value

EQ-5D index 0.92±0.002) 0.95±0.00 0.94±0.00 0.93±0.00 0.89±0.00 <0.001***

1) Adjusted for sex, marital status, residence, education level, income, smoking rate, drinking rate, mental stress,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chronic disease in total subjects.

2) Mean±S.E. 
***p<0.001.

Table 5. Euro quality of life-5 dimension (EQ-5D) scores of subjects by life cycle1)



허은실․서보영 한국식품영양학회지104

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0대는 건강을 위

협하는 뚜렷한 증상 발현이 없는 시기로 건강에 대한 불감증

이 만연하고, 이는 건강관리 문제, 생활습관 문제, 기본 체력 

그리고 영양상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

이다(Kim 등 2002). 그리고 청년기의 낮은 식사 질은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젊었을 때부터 식사의 질을 확보하는 식생활

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3~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활용하

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신체적 

특성, 영양소 섭취량, 식사의 질(DQI-I)과 삶의 질 지수(EQ- 
5D index)의 차이를 알아보고, 식사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행하였다. 
건강지표에서 모든 신체적 특성은 연령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체질량지수는 30~49세는 경도비만

이었고, 다른 연령대는 과체중이었다. 허리둘레는 20~29세가 

가장 작았고, 50~64세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생화학적 

지표에서 전체의 평균값이 공복혈당장애 값을 보였고, 20~ 
29세에서만 정상 공복혈당 범위에 속하였다(p<0.001). 전체

의 총콜레스테롤값,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였고, 생애주기별로는 HDL-콜레

스테롤을 제외하고 50~64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영양소 섭취수준에서 에너지 섭취량은 연령이 증가할수

록 단백질과 지방섭취량 감소로 인해 낮아졌다(p<0.001). 연
령별로 에너지 1,000 kcal당 무기질과 비타민, 식이섬유소 섭

취수준은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포화지방

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섭취는 연령증가

에 따라 낮아졌다(p<0.001).
식사의 질의 전체 총점은 67.13점이었고, 연령이 증가할수

록 점수가 높아졌다(p<0.001). 20~29세는 특히 적정성, 절제

성 점수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65세 이상에서는 다양성 항

목과 균형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으나 절제성에서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여서 식사의 질 총점이 높았다. 한편 삶의 

질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p<0.001).
식사의 질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양성, 절제성, 

균형성, DQI-I 총점이 채택되었고, 그 설명력은 5.8%(F= 
265.330, p<0.001)로 나타났다. 절제성은 삶의 질에 음(－)의 

영향을, 다양성, 균형성과 식사의 질 총점은 양(+)의 영향을 

미쳤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에서 4.2%의 관련성을 보였으

며, 절제성이 음(－)의 영향을, 식사의 질 총점은 양(+)의 영

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2013~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적 연구로, 2차 자료의 특성상 생애주기별 연령에 따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2) β t Tolerance VIF Durbin-

Watson R2 F value

EQ-5D 
index of 

total subjects

Constant 0.945 0.007 144.211***

1.775 0.058 265.330***

Variety 0.002 0.001 0.076 6.644*** 0.415 2.407
Moderation －0.004 0.001 －0.177 －17.419*** 0.524 1.908

Overall balance 0.004 0.001 0.069 8.758*** 0.876 1.142
DQI-I overall score 0.001 0.001 0.031 2.658** 0.413 2.424

EQ-5D 
index of 

50~64 ages

Constant 0.891 0.012 73.242***

1.951 0.023 30.519***

Variety 0.001 0.001 0.048 2.292* 0.445 2.246
Moderation －0.002 0.001 －0.083 －4.606*** 0.606 1.651

Overall balance 0.002 0.001 0.031 2.083* 0.874 1.144
DQI-I overall score 0.001 0.001 0.083 3.926*** 0.441 2.270

EQ-5D 
index of 
≥65 ages

Constant 0.787 0.024 32.775***

1.871 0.042 52.716***Moderation －0.005 0.001 －0.115 －6.889*** 0.732 1.365

DQI-I overall score 0.003 0.001 0.159 7.472*** 0.450 2.224
1) Adjusted for sex, marital status, residence, education level, income, smoking rate, drinking rate, mental stress, walking and strength exercise, 

chronic disease in total subjects.
2) Standard error.
*p<0.05, **p<0.01, ***p<0.001.

Table 6. Regressio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DQI-I on EQ-5D1)



Vol. 34, No. 1(2021) 생애주기별 식사의 질과 삶의 질의 관련성 105

른 영양소 섭취와 식사의 질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용한 24시

간회상법 자료는 1일 조사 값으로, 평상시 영양소 섭취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과 결과분석에서 여러 교란요인을 제거하거나 

보정함으로써 독립적으로 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식사의 질이 삶의 질과 양의 관련성을 보이

고, 특히 노인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았던 것을 볼 때 식사의 

질이 가장 낮은 20대부터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는 실천 중

심의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한다면 노인이 되었을 때 

삶의 질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으로 

연령대별로 식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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