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health, nutritional status and metabolic 
syndrome risk according to the dietary pattern of adult single-person households, using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013–2016 KNHANES, of adults aged 19–64 years, 
belonging to single-person households. Based on cluster analysis, the dietary patterns 
of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dietary behavior factors, health-related 
factors, nutritional status, and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obtained from KNHANES 
questionnaire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individual dietary pattern. The nutrient 
intake data of the subjects were calculated using the semi-food frequency questionnaire. 
Moreover, blood and physical measurement data of the subjects were analyzed to obtain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s.
Results: The major dietary intakes of subjects were classified as ‘Rice and kimchi’, ‘Mixed’, 
and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patterns.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ased on their 
dietary pattern, gender, age, and education leve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The ‘Milk and 
fruits’ pattern showed low frequency of skipping breakfast and eating out, and had higher 
intake of dietary supplements. Frequency of alcohol intake and smoking rates wer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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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ixed’ pattern. Maximum nutrient intake of fat, vitamin A, riboflavin, vitamin C, 
niacin, calcium, phosphorus, and potassium was obtained in the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pattern. According to dietary patterns adjusted for age and gender,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was 0.380 times lower in the ‘Milk·dairy products and fruit’ pattern than 
in the ‘Rice and kimchi’ pattern. However, when adjusted for other confounding factor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tained between dietary patterns for metabolic syndrome risk.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a single-person 
household is possibly affected by the dietary intake of subjects.

Keywords: household, diet, nutrients, metabolic syndrome, nutrition survey

서론

우리나라 가구의 구성 형태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 중심에서 점차 한부모 가구, 다문화 가
구, 1인 가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1]. 특
히 1인 가구 비율의 경우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증가하여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
태가 되었다 [2].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로서 2017년 기준으로 

1인 가구 비율은 노르웨이 39.6%, 영국 30.6%, 미국 26.7%, 일본은 34.4%로 조사되었다 [3].

국내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및 식생활 문제로 인해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에
서 새로운 건강취약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다 [4]. 다인 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1인 가구는 일반
적으로 아침 결식률이 높고 [5] 외식을 자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6], 특히 1인 가구 내
에서도 남성에서 높은 외식 비율을 나타내었다 [7]. 뿐만 아니라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 대비 1인 가구의 영양소 부족자 비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증가되었다 [8]. 건강행태
에 있어서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신체활동이 적어 건강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9]. 이와 같이 1인 가구는 성별, 연령, 소득 등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생활습관 행태를 나
타내므로 [10],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현
재 대부분의 제도와 프로그램이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인 가구의 다양한 특
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일 식이성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다른 영양소나 음
식의 개입으로 해당 식이성분과 질병 간의 관련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반면 식이 패턴은 여러 식품 및 음식의 섭취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식이성분에 대해
서도 장기적인 노출이 누적되므로 단일 식이성분보다 더 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12]. 이에 식
이 패턴은 만성질환 발생에 대한 식이의 역할을 파악하는데 있어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13], 나아가 성별, 연령, 인종 등 사회경제적인 특성과 실제 식생활을 그대로 반
영하기 때문에 해당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14].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6를 활용하여 만 19–64세의 성인 1인 가구를 대
상으로 식이 패턴을 파악하고, 식이 패턴에 따라 식생활, 건강행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의 건강 및 영양상태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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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및 기간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와 제7기 자료의 

일부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2013–2016년 조사의 참여자 총 31,098명 중 1인 가구이면서 

만 19–64세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076명 중 조사항목에 무응답
이 있는 경우 (688명)와 하루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 미만 혹은 5,000 kcal를 초과한 대상자 

(20명)를 제외하고 최종 368명을 분석 대상자로 하였다. 연구 시작에 앞서 영남대학교 생명
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심의면제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를 수행하였
다 (면제승인번호: 2019-02-004).

연구대상자의 일반 사항
연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거주
지역, 주택유형, 결혼상태를 변수로 포함하였다. 연령은 ‘19–29세’, ‘30–49세’, ‘50–64세’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
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역은 ‘도시’와 ‘지방’으
로 구분하였고, 주택 유형은 ‘주택’, ‘아파트’와 그 외 유형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결혼상태
는 ‘미혼’과 ‘기혼’으로 분류하였다.

식이 패턴 분석
본 연구는 식이 패턴에 따른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류하고자 군집분석의 비계층적 

군집분석 k-평균을 이용하였다 [15]. 하지만 비계층적 군집분석은 미리 군집의 수를 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계층적기법의 고드름표와 댄드로그램을 참고하여 

확연하게 묶여지는 지점을 군집수로 지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16].

식이 패턴은 반정량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사용하여 도출하였으며, 식품섭취빈도 조사지
의 112개 식품을 밥류, 면·만두류, 빵·떡류, 국·찌개류, 콩·달걀·고기·생선류, 채소·해조류·서
류, 우유 및 유제품류, 과일류, 음료류, 과자류, 주류로 총 19개 식품군으로 분류하였다. 식품
군 분류 후 각 식품군에 대한 개인별 1일 평균섭취량 (g/d)을 계산하여 이를 다시 1일 평균섭취
량 대비 각 식품군으로부터 나오는 총에너지섭취 기여율 (%)로 환산하여 이용하였다 [17,18].

식행동 및 건강행태
연구대상자들의 식행동 및 건강행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식생활조사 원시자료와 건강설문
조사 부분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였다. 식행동 항목으로는 아침식사 빈도, 외식 빈도, 끼니
별 식사 시 동반대상자의 여부, 식이보충제의 복용 여부, 영양표시 이용 여부를 포함하여 분
석하였다. 건강행태 항목으로는 흡연, 음주,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시간, 걷기운동, EQ-5D  

index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수면시간은 2015년 미국수면재단 (National Sleep Founda-

tion)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제안한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19]. EQ-5D index는 여러 국
가에서 검증되어 전반적인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므로 [20] 본 연구에
서는 1인 가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EQ-5D index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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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평가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은 반정량 식품섭취빈도 조사지를 이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하였다. 산출된 영양소 섭취량은 1,000 kcal 당 섭취량으로 환
산하여 제시하였으며, 다량영양소와 미량영양소를 포함하여 총 16가지 영양소 자료를 이용
하여 섭취상태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영양성분 중 비타민 A는 2015년 기준으로 이전에 조사
된 자료와 같이 사용할 수 없어 자료의 통합을 위해 비타민 A의 평가단위를 RE로 표기하였
다. 영양소 섭취량 평가의 경우 1,000 kcal 당 섭취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단위는 해당 영양소
에 맞춰 1,000 kcal에 대한 값으로 표기하였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및 유병률
대사증후군 진단은 여러 기관에서 협의된 기준인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III (NCEP-ATP III)를 이용하였다. NCEP-ATP III 기준에 따라 허리둘레, 

혈압, 혈중 중성지방, high-density lipoprotein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의 5가지 항목 중
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21]. 진단기준 중 복부비만을 진
단하는 허리둘레의 경우 각 국가의 인구 특성에 맞는 진단기준치를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
어, 본 연구에서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진단하였다 [22].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허리둘레는 남성  

≥ 90 cm, 여성 ≥ 85 cm일 경우, 혈압은 이완기 혈압 ≥ 85 mmHg 또는 수축기 혈압 ≥ 130 mmHg

일 경우, 혈중 중성지방은 ≥ 150 mg/dL일 경우, HDL-콜레스테롤이 남성 ≤ 40 mg/dL, 여성 ≤ 50 

mg/dL일 경우, 공복혈당은 ≥ 100 mg/dL일 경우에 해당되었다.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Program Ver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권장하는 

지침에 따라 연도별 조사구 수 비례의 통합비율과 조사부분별 가중치를 적용한 집락추출변
수, 통합가중치, 분산추정층을 포함하여 복합표본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합한 것이므로 2013–2016년의 각각의 통합비율을 적용하
여 통합가중치를 계산하였다.

식이 패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특성 분포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범주형 변수는 

Rao-Scott 보정을 적용한 카이제곱 (χ2)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속형 변수는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으며, 보정 후 평균값을 비교할 경우 공분산분석 (analysis of covari-

ance)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 혹은 공분산분석에서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경우
에는 사후검증을 위해 본페로니 교정 (Bonferroni correction)을 적용하여 두 군 간 짝을 지어 

비교하였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odds ratio (OR)는 성별, 연령, body 

mass index (BMI), 폐경, 흡연상태, 음주빈도, 에너지 섭취량, 거주형태, 거주지역, 결혼 여부, 

경제활동,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보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시
행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05를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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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연구대상자의 식이 패턴 분류
군집분석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식이 패턴 분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각 식이 패턴의 특징
은 사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다른 식이 패턴과 비교하여 섭취 수준이 높은 것을 해당 

식이 패턴의 특징으로 간주하였다.

군집1은 전체 대상자의 40.6%로 특징적으로 밥과 김치의 섭취에 편중된 식사를 보여 ‘밥과 

김치 (Rice and kimchi)’ 패턴으로 명명하였다. 군집2는 전체 대상자 중 38.8%에 해당되었
고, 면·만두류, 육류·가금류, 과자류, 음료류, 주류를 주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혼합식 

(Mixed)’ 패턴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전체 대상자의 20.6%에 해당되며, 서류, 우유 및 유
제품류,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유·유제품과 과일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패턴으로 명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식이 패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식이 패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밥과 김치’ 패턴
에서 남성이 60.5%, ‘혼합식’ 패턴에서 남성이 63.7%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여성이 63.8%로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02). 연령의 경우 ‘혼합식’ 패턴은 19–29세의 비율이 51.5%로 다른 군집에 비해서 높았으
며,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50–64세가 37.3%로 높은 비율을 보여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 (p < 0.001). 교육수준은 ‘밥과 김치’ 패턴에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 속하는 비율이 15.5%

로 높았으며, ‘혼합식’ 패턴은 ‘고등학교 졸업’이 49.7%로 높았다. ‘대학교 졸업 이상’은 ‘우
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이 56.6%로 가장 높아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식이 패턴에 따라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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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by total energy contribution rate from each food group using cluster analysis
Food group Cluster 1 (n = 163) Cluster 2 (n = 115) Cluster 3 (n = 90) p-value1)

Rice 50.82 ± 0.81 26.59 ± 0.70 27.20 ± 0.91 < 0.001
Noodle & dumpling 8.98 ± 0.58 14.25 ± 0.67 6.98 ± 0.72 < 0.001
Breads, rice cakes, cereal 2.95 ± 0.29 6.25 ± 0.62 4.79 ± 0.94 < 0.001
Root & tuber crops 1.09 ± 0.13 1.05 ± 0.16 1.82 ± 0.26 0.030
Soups & stews 2.62 ± 0.22 2.53 ± 0.15 2.25 ± 0.21 0.419
Beans 0.85 ± 0.11 1.16 ± 0.14 1.15 ± 0.17 0.127
Eggs 1.64 ± 0.16 2.27 ± 0.19 2.43 ± 0.26 0.007
Meat & poultry 7.61 ± 0.51 14.70 ± 0.81 6.68 ± 0.57 < 0.001
Fishes 1.46 ± 0.15 1.67 ± 0.16 1.73 ± 0.24 0.563
Milk & dairy products 6.07 ± 0.45 7.12 ± 0.45 28.29 ± 1.45 < 0.001
Vegetables 2.75 ± 0.28 2.99 ± 0.33 3.31 ± 0.38 0.500
Sauce 0.23 ± 0.02 0.23 ± 0.03 0.26 ± 0.04 0.848
Kimchi 1.24 ± 0.09 0.68 ± 0.06 1.07 ± 0.11 < 0.001
Seaweeds 0.28 ± 0.03 0.26 ± 0.03 0.36 ± 0.04 0.169
Fruits 3.15 ± 0.30 2.23 ± 0.28 4.86 ± 0.51 < 0.001
Nuts 0.34 ± 0.06 0.40 ± 0.07 0.46 ± 0.09 0.555
Snacks 1.89 ± 0.25 3.28 ± 0.38 1.68 ± 0.26 0.003
Beverages 2.76 ± 0.31 4.24 ± 0.48 2.02 ± 0.25 < 0.001
Alcoholic beverages 3.27 ± 0.52 8.11 ± 0.99 2.68 ± 0.34 < 0.001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Cluster analysis is a method of deriving the dietary patterns of the subjects. Cluster 1: ‘Rice and kimchi’ pattern; 
cluster 2: ‘Mixed’ pattern; cluster 3: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pattern.
Each cluster is characterized by consumption of food groups with bold value.
1)p-values are from analysis of variance.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식행동 및 건강행태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식행동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식이 패턴에 따른 대상
자의 아침식사 빈도를 분석한 결과, ‘혼합식’ 패턴에서 48.3%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반면 ‘밥과 김치’ 패턴은 아침식사를 ‘5–7회’ 하는 비율이 44.2%로 높았고, 다
음으로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 (40.7%)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02). 

외식빈도의 경우 ‘혼합식’ 패턴에서 71.6%로 ‘주 5회 이상’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주 1회 미
만’ 비율 (3.4%)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밥과 김치’ 패턴과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
에서 ‘주 5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이 각각 53.6%, 55.4%로 나타나 식이 패턴에 따라 외식 빈도
에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 (p = 0.002). 식이보충제 복용 여부에서는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6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밥과 김치' 패턴 (50.6%)과 ‘혼합식’ 

패턴 (58.0%)은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0% 이상으로 조사되어 식이보충제의 복용에 

있어서 식이 패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7).

연구대상자의 식이 패턴에 따른 건강관련 요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
다.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그룹에 해당하는 비율이 ‘밥과 김치’ 패턴은 61.2%, ‘우유·유제품
과 과일’ 패턴은 67.9%로 조사되었고, ‘혼합식’ 패턴은 81.8%로 음주빈도가 높아 식이 패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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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by cluster analysis
Variable Rice and kimchi  

(n = 163)
Mixed  

(n = 115)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n = 90)
p-value1)

Total 163 (40.6) 115 (38.8) 90 (20.6)
Sex 0.002

Male 65 (60.5) 61 (63.7) 20 (36.2)
Female 98 (39.5) 54 (36.3) 70 (63.8)

Age (yrs) < 0.001
19–29 25 (30.2) 46 (51.5) 12 (24.6)
30–49 50 (34.1) 48 (39.0) 28 (38.1)
50–64 88 (35.7) 21 (9.5) 50 (37.3)

Income (10,000 won/mon) 0.197
< 100 54 (34.1) 30 (27.7) 25 (22.6)
100–199 61 (31.9) 24 (21.8) 29 (32.5)
200–299 25 (17.2) 39 (31.1) 19 (28.2)
≥ 300 23 (16.9) 22 (19.4) 17 (16.7)

Economic activity 0.112
Yes 107 (66.0) 87 (73.9) 64 (78.7)
No 56 (34.0) 28 (26.1) 26 (21.3)

Education < 0.001
≤ Elementary school 41 (15.5) 5 (2.2) 14 (8.2)
Middle school 25 (10.6) 8 (4.4) 12 (10.2)
High school 44 (32.4) 53 (49.7) 27 (25.0)
≥ University 53 (41.6) 49 (43.6) 37 (56.6)

Region 0.057
Urban 131 (84.2) 104 (93.6) 80 (88.2)
Rural 32 (15.8) 11 (6.4) 10 (11.8)

Housing type 0.243
House 103 (73.8) 82 (79.6) 53 (68.1)
Apartment 59 (25.6) 31 (18.3) 36 (31.0)
Others 1 (0.6) 2 (2.1) 1 (0.8)

Marriage state < 0.001
Married 94 (37.9) 33 (17.7) 55 (39.1)
Unmarried 69 (62.1) 82 (82.3) 35 (60.9)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1)p-values are from χ2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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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etary behavior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by cluster analysis
Variable Rice and kimchi  

(n = 163)
Mixed  

(n = 115)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n = 90)
p-value1)

Frequency of breakfast 0.002
5–7/wk 91 (44.2) 30 (20.9) 42 (40.7)
3–4/wk 22 (15.1) 11 (10.8) 12 (16.3)
1–2/wk 17 (13.4) 19 (20.0) 17 (19.1)
None 33 (27.3) 55 (48.3) 19 (23.9)

Frequency of eating out 0.002
≥ 5/wk 66 (53.6) 76 (71.6) 41 (55.4)
1–4/wk 52 (29.4) 31 (25.0) 34 (29.7)
< 1/wk 45 (17.0) 8 (3.4) 15 (14.9)

Breakfast with others < 0.001
Yes 18 (12.4) 6 (3.7) 6 (10.4)
No 145 (87.6) 109 (96.4) 84 (89.6)

Lunch with others 0.176
Yes 88 (61.9) 69 (64.8) 54 (64.3)
No 75 (38.2) 46 (35.2) 36 (35.8)

Dinner with others 0.020
Yes 52 (34.5) 56 (47.3) 20 (28.6)
No 111 (65.4) 59 (52.7) 69 (71.4)

Taking dietary supplements 0.017
Yes 84 (49.4) 53 (42.0)1) 62 (65.0)
No 79 (50.6) 62 (58.0) 28 (35.0)

Use of nutrition label 0.436
Yes 45 (26.3) 31 (28.0) 28 (36.3)
No 118 (73.7) 84 (72.0) 62 (63.7)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1)p-values are from χ2 test.

Table 4. Health-related factor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by cluster analysis
Variable Rice and kimchi  

(n = 163)
Mixed  

(n = 115)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n = 90)
p-value1)

Frequency of alcohol 
drinking

0.002

No drinking 76 (38.8) 25 (18.2) 36 (32.1)
≥ 1/mon 87 (61.2) 90 (81.8) 54 (67.9)

Smoking status 0.013
Non 94 (45.7) 50 (39.0) 64 (60.1)
Former 29 (23.2) 17 (14.0) 12 (18.3)
Current 40 (31.1) 48 (47.0) 14 (21.5)

Subjective health status 0.342
Bad 43 (23.1) 17 (15.7) 22 (23.7)
Normal 84 (51.0) 59 (47.3) 41 (42.8)
Good 36 (26.0) 39 (37.0) 27 (33.5)

Walking exercise (day/wk) 0.100
≤ 1 33 (15.7) 22 (18.5) 16 (13.5)
2–3 34 (21.9) 28 (19.1) 14 (11.4)
4–6 29 (15.4) 27 (27.1) 23 (27.1)
6–7 67 (47.1) 38 (35.3) 37 (48.0)

Sleeping time (hrs/day) 0.581
< 7 73 (44.3) 44 (40.8) 43 (42.5)
7–9 74 (45.8) 62 (51.3) 44 (53.8)
≥ 9 16 (9.9) 9 (7.9) 3 (3.7)

EQ-5D index 0.94 ± 0.01a 0.97 ± 0.00b 0.96 ± 0.01ab 0.0062)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 or mean ± SE. Value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1)p-values are from χ2 test. 2)p-values are from analysis of covariance after adjusting for age and gender.



따라 음주 빈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 = 0.002). 또한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고 응
답한 비율에서도 '혼합식' 패턴이 47.0%로 '밥과 김치' 패턴 (31.1%),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
턴 (21.5%)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 식이 패턴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 = 0.013). 삶
의 질 척도인 EQ-5D index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p = 0.006), ‘혼합식’ 패턴이 ‘밥과 

김치’ 패턴에 비해서만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주관적 건강상태, 걷기운동, 평균 

수면시간은 식이 패턴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상태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과 1,000 kcal 당 영양소 섭취량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밥과 김치’ 패턴 (2,217.0 kcal)

이 ‘혼합식’ 패턴 (2,149.0 kcal)과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 (2,152.1 kcal)에 비해 많았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탄수화물 섭취량은 식이 패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p = 0.045), ‘우유·유제
품과 과일’ 패턴 (138.8 g/1,000 kcal)에 비해 ‘밥과 김치’ 패턴 (149.6 g/1,000 kcal)에서 탄수화
물을 더 많이 섭취하였다. 지방 섭취량 경우 ‘밥과 김치’ 패턴 24.4 g/1,000 kcal, ‘혼합식’ 패턴 

23.4 g/1,000 kcal로 두 식이 패턴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혼합식’ 패턴과 비
교하여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지방 섭취량이 27.4 g/1,000 kcal 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p = 0.024).

미량영양소의 일일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비타민 A (p = 0.006), 리보플라빈 (p < 0.001), 비타
민 C (p = 0.007), 나이아신 (p = 0.045), 칼슘 (p < 0.001), 인 (p < 0.001), 칼륨 (p < 0.001) 모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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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an daily energy and nutrient intake per 1,000 kcal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by 
cluster analysis
Variable Rice and kimchi  

(n = 163)
Mixed  

(n = 115)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n = 90)
p-value1)

Energy (kcal) 2,217.0 ± 69.9 2,149.0 ± 85.8 2,152.1 ± 74.6 0.761
Carbohydrate (g) 149.6 ± 3.0b 147.6 ± 3.4ab 138.8 ± 3.5a 0.045
Protein (g) 35.2 ± 0.8 33.9 ± 1.2 37.3 ± 1.1 0.108
Fat (g) 24.4 ± 1.0ab 23.4 ± 1.0a 27.4 ± 1.1b 0.024
Crude fiber (g) 10.4 ± 0.4 10.4 ± 0.4 11.1 ± 0.6 0.565
Vitamin A (µg/RE) 313.8 ± 17.8ab 275.9 ± 16.7a 385.1 ± 34.9b 0.006
Retinol (µg) 52.4 ± 7.8 46.9 ± 4.9 89.7 ± 10.1 0.310
Carotene (µg) 1,449.6 ± 98.2 1,282.8 ± 105.0 1,702.3 ± 200.4 0.121
Thiamin (mg) 1.0 ± 0.0 0.9 ± 0.0 1.0 ± 0.0 0.310
Riboflavin (mg) 0.7 ± 0.0a 0.7 ± 0.0a 0.9 ± 0.0b < 0.001
Vitamin C (mg) 36.7 ± 3.6a 50.2 ± 9.5ab 58.0 ± 6.7b 0.007
Niacin (mg) 7.9 ± 0.3a 7.7 ± 0.3a 8.8 ± 0.4b 0.045
Iron (mg) 8.3 ± 0.3 7.8 ± 0.3 8.1 ± 0.4 0.461
Calcium (mg) 246.2 ± 17.6a 224.4 ± 12.0a 328.5 ± 23.6b < 0.001
Phosphorus (mg) 525.0 ± 13.6a 506.7 ± 13.9a 618.8 ± 21.8b < 0.001
Sodium (mg) 1,934.2 ± 85.4 1,886.4 ± 84.8 1,839.9 ± 88.1 0.694
Potassium (mg) 1,366.4 ± 40.7a 1,450.1 ± 55.2a 1,647.2 ± 58.4b < 0.001
% Energy

Carbohydrate 62.2 ± 1.1b 62.6 ± 1.1b 58.1 ± 1.2a 0.008
Protein 14.8 ± 0.4 14.6 ± 0.5 15.9 ± 0.5 0.100
Fat 23.1 ± 1.0a 22.8 ± 0.9a 26.1 ± 1.0b 0.033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Bonferroni correction post hoc test (a) < (b).
Nutrient intake was expressed as intake per 1,000 kcal.
1)p-values are from analysis of covariance after adjusting for age and gender.



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열량영양소의 평균에너지섭
취비율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비율을 비교한 결과, 탄수화물섭취비율은 ‘밥과 김
치’ 패턴에서 62.2%, ‘혼합식’ 패턴은 62.6%였으나,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이 58.1%로 다른 

식이 패턴보다 낮았다 (p = 0.008). 반면 지방섭취비율은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이 26.1%로 

‘밥과 김치’ 패턴 (23.1%), ‘혼합식’ 패턴 (2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이 패턴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있었다 (p = 0.033).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위험도
연구대상자의 식이 패턴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OR 결과는 Table 6에서와 같다. 보
정을 하지 않은 Model 1에서는 ‘밥과 김치’ 패턴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허리둘레 요인의 위험
도가 ‘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0.221배 (95% confidence interval, CI = 0.106–0.464)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성지방 요인에서도 위험도가 0.397배 (95% CI = 0.203–0.777) 낮았다. 이는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Model 2에서도 허리둘레와 중성지방이 각 0.217배, 0444배로 유의하
게 낮은 위험도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혈압의 경우 Model 1, 2, 3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으나 Model 4에서 ‘밥과 김치’ 패턴에 비해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위험도가 2.371

배 (95% CI = 1.038–5.417) 높은 결과를 보였다 (p < 0.05). 그 외의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서는 

식이 패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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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Odds ratio of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by cluster analysis
Variable Rice and kimchi  

(n = 163)
Mixed  

(n = 115)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n = 90)
WC (≥ 901), ≥ 852) cm)

Model 1 1 (reference) 0.491 (0.240–1.002) 0.221 (0.106–0.464)
Model 2 1 (reference) 0.594 (0.256–1.380) 0.217 (0.107–0.440)
Model 3 1 (reference) 2.274 (0.707–7.313) 0.354 (0.063–1.988)
Model 4 1 (reference) 2.080 (0.554–7.806) 0.309 (0.066–1.452)

Blood pressure (SBP ≥ 130 or DBP ≥ 85 mmHg)
Model 1 1 (reference) 0.610 (0.343–1.085) 1.030 (0.491–2.159)
Model 2 1 (reference) 0.815 (0.423–1.571) 1.344 (0.633–2.855)
Model 3 1 (reference) 0.932 (0.482–1.802) 1.943 (0.880–4.290)
Model 4 1 (reference) 1.103 (0.555–2.190) 2.371 (1.038–5.417)

Triglyceride (≥ 150 mg/dL)
Model 1 1 (reference) 0.835 (0.450–1.550) 0.397 (0.203–0.777)
Model 2 1 (reference) 1.186 (0.587–2.393) 0.444 (0.216–0.911)
Model 3 1 (reference) 1.435 (0.683–3.014) 0.647 (0.320–1.309)
Model 4 1 (reference) 1.307 (0.590–2.894) 0.647 (0.317–1.319)

HDL-cholesterol (≤ 401), ≤ 502) mg/dL)
Model 1 1 (reference) 0.719 (0.446–1.160) 0.946 (0.538–1.665)
Model 2 1 (reference) 0.960 (0.552–1.670) 0.742 (0.394–1.397)
Model 3 1 (reference) 1.157 (0.627–2.134) 1.137 (0.553–2.338)
Model 4 1 (reference) 1.019 (0.537–1.932) 1.035 (0.470–2.280)

Fasting plasma glucose (≥ 100 mg/dL)
Model 1 1 (reference) 0.644 (0.338–1.224) 0.961 (0.480–1.923)
Model 2 1 (reference) 0.988 (0.490–1.990) 1.088 (0.538–2.201)
Model 3 1 (reference) 1.148 (0.551–2.392) 1.434 (0.644–3.193)
Model 4 1 (reference) 0.967 (0.459–2.039) 1.405 (0.624–3.166)

Data are represented as below: Model 1 was unadjusted;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and gender; Model 3 was 
adjusted for age, gender, BMI, menopause, smoking status, alcohol drinking frequency, energy intake; Model 
4 was adjusted for age, gender, BMI, menopause, smoking status, alcohol drinking frequency, energy intake, 
housing type, region, marriage, economic activity,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WC, waist circumference;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HDL, high-density lipoprotein; 
BMI, body mass index.
1)Cut off point in case of male. 2)Cut off point in case of female.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대사증후군 OR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밥과 김치’ 패
턴을 기준으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비교하였을 때, 보정하지 않은 Model 1에서는 '유제
품과 과일' 패턴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0.395배 (95% CI = 0.204–0.763)로 낮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p < 0.05). 성별과 연령을 보정한 Model 2에서도 ‘혼합식’ 패턴의 대사증후군 위험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0.380배 (95% CI = 0.197–0.732)로 낮
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그러나 BMI, 폐경, 흡연상태, 음주빈도, 에너지 섭취량을 

추가로 보정한 Model 3의 결과에서는 ‘혼합식’ 패턴과 ‘우유·유제품과 과일’ 패턴 모두 유의
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교육수준, 결혼여부 등 일반적 특성을 추가로 보
정한 Model 4의 결과에서도 ‘혼합식’ 패턴과 ‘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밥과 김치’ 패턴에 비
해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가구 구성
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23]. 이에 따라 2015년에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
이 되고, 2016년부터는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건강취약계층
인 1인 가구원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및 영양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가구원
수를 구분하여 대사증후군의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1인 가구 (37.2%)의 유병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 [24].

본 연구에서는 2013–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64세의 1인 가구원
을 대상으로 식이 패턴 분류에 따른 건강 및 영양 상태와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식이 패턴은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세 가지 패턴으로 분류하였고, 각각 ‘밥과 김
치 (Rice and kimchi)’ 패턴, ‘혼합식 (Mixed)’ 패턴, ‘우유·유제품과 과일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패턴으로 명명하였다. 식이 패턴 분석에 이용되는 통계적 방법으로는 요인분석  

(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 (cluster analysis)이 있다. 요인분석은 식품 혹은 음식 간의 상관관계
를 고려하여 해당 변수들의 차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주로 주요인분석법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되고 있다 [25]. 반면 군집분석의 경우 각 개인이 섭취한 식품들 간에 존재하
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섭취수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개별적인 차이가 최대화되도록 군집
을 형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26]. 두 방법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을 때, 요인분석은 도출된 요
인에 대하여 모든 대상자가 높거나 낮은 요인점수를 가지게 되고,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식이 패턴에 표시되는 음식의 소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군집분석은 모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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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Odds ratio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by cluster analysis
Model Rice and kimchi  

(n = 163)
Mixed  

(n = 115)
Milk·dairy products and fruits  

(n = 90)
Model 1 1 (reference) 0.493 (0.231–1.049) 0.395 (0.204–0.763)
Model 2 1 (reference) 0.720 (0.305–1.701) 0.380 (0.197–0.732)
Model 3 1 (reference) 0.966 (0.322–2.897) 0.802 (0.349–1.843)
Model 4 1 (reference) 0.714 (0.220–2.321) 0.721 (0.283–1.833)
Data are represented as below: Model 1 was unadjusted; Model 2 was adjusted for age and gender; Model 3 was 
adjusted for age, gender, BMI, menopause, smoking status, alcohol drinking frequency, energy intake; Model 
4 was adjusted for age, gender, BMI, menopause, smoking status, alcohol drinking frequency, energy intake, 
housing type, region, marriage, economic activity,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BMI, body mass index.



가 식이 패턴에 점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섭취수준을 기반으로 대상자 특성에 따라 몇 개
의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27]. 따라서 본 연구는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라 식이 

패턴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이 패턴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교차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 연
령, 교육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결과로 우리나라 중년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밥과 김치를 주로 섭취하는 군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28]. 또한 

가구형태에 따른 한식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및 학력이 낮을
수록, 한식 섭취 비율이 높았다 [29].

반면 요인분석을 통한 식이 패턴 분석에서는 과일 및 유제품 중심 식이 패턴의 분위수가 높
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웰빙식에 관심
이 많은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일이나 유제품 섭취가 많아진 때문으로 여겨진다. 육류 

및 알코올 섭취가 특징인 식이 패턴은 이러한 식이 섭취가 많을수록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식이 패턴 중 육류 및 주류는 여
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인 각 식이 패턴의 특징과 대체로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특성에 의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식이 패턴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도 분석에서는 이러한 인자들을 교란변수에 포함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1인 가구의 식이 패턴에 따른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 아침식사 빈도, 외식 빈도, 

동반식사 여부, 식이보충제의 이용 여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식이 

패턴의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식사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에
서 아침식사 빈도는 성별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32], 아침 결식에 따른 체중 변화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3]. 식이보충제의 섭취를 성별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서도 20세 이상 전 연령에
서 여성의 식이보충제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34]. 이러한 경향은 국외 연구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영국 출생자 코호트 [35]와 독일의 EPIC-Heidelberg 코호트에 참여
한 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여성에서 식이보충제의 사용이 높았다 [36].

본 연구에서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건강행태를 분석한 결과, 음주 빈도, 현재 흡
연 여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음주행태를 비교한 결과에서
는 다인 가구보다 청년과 중년층의 1인 가구에서 고위험음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7]. 

또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2005년)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건강행태를 군집분석한 연
구에 따르면 건강행태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음주와 흡연의 군집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은 

19–44세에서 흡연군이 가장 높았고, 음주군은 45–64세에서 가장 높았다. 흡연군에서 교육수
준은 고졸에서 8.0%로 높았으며, 음주군은 고졸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8].

식이 패턴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나이아신, 칼슘, 인, 칼륨, 탄수화물 및 지방 비율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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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식이 패턴을 비교했을 때 탄수화물 섭취는 ‘밥과 김치’ 패턴이 높았으나 지방,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나이아신, 칼슘, 인, 칼륨, 지방의 에너지비율은 ‘유제품과 과일’ 패
턴에서 가장 높았다. 한국 성인의 비만과 식이 패턴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흰밥
과 김치 위주로 섭취할수록 에너지 섭취가 적고 지방, 칼슘, 비타민 C의 섭취가 높으며 탄수
화물의 에너지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39]. 본 연구에서도 탄수화물의 에너지섭취비율은 ‘밥
과 김치’ 패턴에서 가장 높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밥과 김치’ 패턴은 김치의 섭취가 특
징인데, 우리나라 김치의 경우 염장식품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40], 

본 연구에서는 ‘밥과 김치’ 패턴이 다른 식이 패턴에 비해 나트륨 섭취가 높았지만 유의적이
지는 않았다. 이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김치 이외에도 특히 외식 음식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밥과 김치' 패턴을 섭취하는 그룹은 외식의 빈도가 낮아 식이 패턴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제품과 과일’ 패턴의 특징에 속하는 우유
의 섭취는 다른 식이 패턴과 비교하여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혼합식’ 패턴이 육
류 및 가금류를 특징으로 섭취하더라도 ‘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우유 섭취가 많아 우유에 

포함된 지방, 칼륨, 칼슘, 리보플라빈, 인의 섭취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일
류의 섭취가 많아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섭취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식이 패턴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교란변수들을 

차례로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 허리둘레와 중성지방은 기준치 이상이 될 위험도는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후에도 ‘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기준 식이인 ‘밥과 김치’ 패턴에 비해 각각 

0.217배, 0.444배로 낮아졌으나 BMI, 폐경, 흡연상태, 음주,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식이 패턴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허리둘
레와 중성지방은 성별과 연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외의 요인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식이 패턴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교란변
수를 보정하지 않았을 경우 '밥과 김치' 패턴에 비해 ‘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0.395배로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이 전통식 위주로 식사를 할수록 대사증
후군 발병율을 2.03배 (p = 0.04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30], 여성을 대상으로 모든 공
변량을 보정한 후 백미와 김치의 총섭취량이 높아질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
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는 보고도 있다 [41]. 반면에 ‘과일 및 유제품’ 패턴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은 건강한 식이 패턴의 결과와 유사하다는 연구로서 과일 섭취를 포함한 건강한 식이 

패턴은 이란 여성 [42], 그리스 성인 [43] 등에서 대사증후군 및 그 구성요소의 위험을 감소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제 ‘과일 및 유제품’ 식이 패턴 위주일수록 공복혈당과 혈중 지질
의 위험을 각각 0.42배 (p = 0.010), 0.39배 (p = 0.009)로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사증
후군도 0.46배 (p = 0.025)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0]. 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
한 연구결과에서도 우유 섭취가 많을수록 허리둘레, 혈중 중성지방 농도, 혈압, 대사증후군
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4]. 그러나 본 연구에서 Model 3, 4와 같이 교란변수
를 차례로 보정한 후 식이 패턴이 대사증후군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
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생활습관에 따
라서는 1인 가구원은 ‘밥과 김치’와 같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조로운 식사를 할 경우 대사증후
군 위험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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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못한 한계점
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상자의 식이 패턴을 도출하는데 있어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식품군
을 명확하게 재분류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식품군 분류는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분류한 것을 사용함으로써 [45] 식이 패턴 도출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성을 지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성인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식생활 문제를 개선하
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6].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식생활 문제를 식이 패턴과 연관시켜 볼 때 갖추어진 형태의 전통적인 한식은 바람직
한 식사로 간주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밥과 김치를 중심으로 한 간단한 형태의 식사는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식생활과 건강 관
리방안은 종래의 독거노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개인 맞
춤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층 1인 가구는 

식생활과 생활습관에서 노인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가구 형태의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건강 및 식생활 관리방안을 계획하고 적용
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요약

본 연구는 수행된 제6기와 제7기 1차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6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64세 성인 1인 가구의 식이 패턴에 따른 건강 및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대사증후군 구성요
소의 유병율과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주요 식이 패턴 도출을 위해 연구대상자의 장기간 섭취
패턴을 파악하고 만성질환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47] 반정량 식품섭취빈도조사
지를 이용하였다. 식품섭취빈도조사지의 개별식품을 19개의 식품군으로 재분류하고 군집분
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식이 패턴은 ‘밥과 김치’ 패턴, ‘혼합식’ 패턴, ‘유제품과 과
일’ 패턴의 총 3개 군집으로 추출되었다.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밥
과 김치’ 패턴과 ‘혼합식’ 패턴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비율은 ‘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높았다. 연령은 ‘혼합식’ 패턴은 19–29세가 많았으며, ‘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50–64

세가 많았다. 교육수준도 식이 패턴 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밥과 김치’ 패턴에서 저학력 비율
이 높은 반면 ‘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고학력 비율이 높았다. 식생활 관련 요인을 비교한 결과, 

‘혼합식’ 패턴에서 아침 결식과 외식 비율이 높았으며, ‘유제품과 과일’ 패턴은 식이보충제 이
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혼합식’ 패턴에서 높은 음주 빈도
와 흡연 비율을 보였고, EQ-5D index는 ‘밥과 김치’ 패턴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영양소 섭취
량을 비교한 결과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은 ‘밥과 김치’ 패턴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지방,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나이아신, 칼슘, 인, 칼륨은 모두 ‘유제품과 과일' 패
턴에서 섭취량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식이 패턴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위험도
를 파악하기 위해 교란변수들을 차례로 보정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은 기준치 이상이 될 위험도가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후에도 ‘유제품과 과일’ 패턴에서 기준 

식이 패턴인 ‘밥과 김치’ 패턴에 비해 각각 0.217배, 0.444배로 낮아졌으나 BMI, 폐경, 흡연상
태, 음주,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한 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밥과 김치’ 패턴을 기준으
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비교하였을 때, 보정하지 않은 Model 1에서는 ‘유제품과 과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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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0.395배 (95% CI = 0.204–0.763)로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
란변수를 차례로 보정한 후 식이 패턴이 대사증후군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현재 지속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식이 섭취 현황을 기반
으로 한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대상별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면 이
들의 건강 및 영양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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