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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ajor dietary patterns of Korean adult men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stress perception and these dietary patterns using data from the 2014∼2016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Of the 23,080 total subjects, adult 
men between the ages of 19 and 64 who did not take the questionnaire or answer the questions relating to 
depression, and cases where the daily energy intake was less than 500 kcal or more than 5,000 kcal in th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were excluded. This left a total of 3,464 subjects who were included in the fi-
nal analysis. We performed a factor analysis based on the yearly mean intake frequency of 41 food groups 
to identify the major dietary patterns. Three major dietary patterns were identified (factor loading ＞0.3), 
including the ‘Healthy pattern’, ‘Processed meat pattern’, and the ‘Alcohol pattern’. The ‘Healthy pattern’ was 
characterized by higher intake of beans, tofu, vegetable, fish, and fruits. The ‘Processed meat pattern’ was 
characterized by high consumption of processed meats and instant foods. The ‘Alcohol pattern’ was charac-
terized by a higher intake of alcohol. As a response to the subject's subjective perception of stress, the most 
answered 'a little' according to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 income, residential area, smoking status, drink-
ing status, and exercise status. People whose diets followed the ‘Processed meat’ and ‘Alcohol’ patterns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subjective stress perception compared to people following the ’Healthy pattern’. 
To manage subjective stress, it is more effective to maintain health by relieving stress through a healthy 
method that combines healthy eating and exercise rather than following an unhealthy diet as characterized by 
the ‘processed meat’ and ‘alcohol’ dietary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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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에서 성인들은 경쟁과 갈등 속에서 직업, 
가정생활, 친구 관계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

에 대처하는데 신체적, 심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

다. 다양한 환경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개인이 정상

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생리적, 
신체적 조건을 저해하거나 변화시킨다(An & Lee 2014). 
이러한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개인의 능력 이상의 

직무를 맡거나, 개인의 욕구 충족이 만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며(Lee 2008), 성인에게서 발병되는 

질병의 50∼70%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등 1995). 일상생활 속의 스트레스는 

생리적 항상성 유지를 방해하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식생활을 초래해 

건강상의 더 큰 위험을 유발한다(Kim 등 2002). 이렇

게 바람직하지 못한 식생활을 할 경우 각종 만성질환

으로 진행되기 쉽다는 보고가 있다(Park 등 1999). 대

표적 만성질환인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키

며(Pouwer 등 2010),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은 뇌심혈

관계 질환과 인과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Coleman 등 1998; Hwang 등 2007).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스트레스에 따른 

개인의 식습관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는 성인의 스트레스와 과

로,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성 

식생활과 생활 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의 강도에 따라 식

사의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동

물실험 및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스트레스가 

식품 섭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Robbins & Fray 1980; Willner 등 1998).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

도에 따른 식습관을 조사한 Park 등(2020)의 연구에서

는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은 직장인들은 상대적으

로 식사속도가 빠르고 식사 섭취량이 많아져 과식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로 매운 음식이나 단맛이 나

는 가공식품 및 간식류의 섭취가 증가했다고 보고하

였다. 그리고 충청남도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

레스와 음주, 식습관의 관계성을 본 연구 결과, 스트

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은 빈번한 음주가 결식 및 불

규칙한 식습관으로 연결되어 열량섭취가 부족하다고 

보고하였으며(Choi 등 2001) Ahmed 등(2014)은 스트

레스 인지 정도가 높은 쿠웨이트 대학생들은 패스트

푸드, 간식, 음료 등의 가공식품 및 간식류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따라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식이 요인과의 관

련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식이노출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할 때, 

식이노출요인을 한 종류로 국한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다른 영양소 및 식품의 영향

으로 인하여 건강에 미치는 관련성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smaill 등 2005). 반

면 여러 식품 및 음식의 섭취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식사패턴은 다양한 영양소와 장기적 식이노출이 누적

된 것으로 식이요인을 판단하므로 건강과의 관련성을 

더 강하게 설명할 수 있다(Kant 2010). 이처럼 식사패

턴은 다양한 건강 상태에 미치는 역할에 대하여 파악

이 가능하고 추후 대상자에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책에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Hu 2002), 실제 식생활을 반영한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 식생활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보

고되었다(Arruda 등 2014).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은 보통 생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나뉜다. 생리적 측면은 

심장박동률 증가, 혈압 상승, 땀, 호흡곤란, 위장장애, 
근육긴장이 있고, 심리적 측면은 좌절감, 불만, 불신, 
무력감, 기억감퇴, 주의력 감소, 부정적인 태도 등이 

있으며 행동적 측면으로는 체중 변화, 식욕 변화, 흡

연, 음주 등이 있다. Li 등(2016)은 개인의 스트레스

가 높으면 비알콜성 지방간의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스트레스의 위험도에 따라 초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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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등 4가지의 집단으로 

분류하는데, Lee 등(2011)은 초고위험군이 고위험군보

다 중증 알코올 위험 성향으로 분류되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흡연량과 음주량이 많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흡연, 음주를 

하는 사람들은 흡연과 음주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흡연, 음주량이 많아지는 악순환이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등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만 19세부터 64세까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일상적 

식품섭취를 바탕으로 식사패턴을 알아보고, 이를 바

탕으로 성인 남성의 식사패턴에 따른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건강에 유익한 실질적 식행동개선

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4∼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

료를 활용하여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의 전체 대상

자 23,080명 중 여성을 제외한 후, 소아, 청소년 및 

사회 활동의 비중이 낮은 노인들을 제외한 만 19세에

서 만 64세까지의 성인 남성 대상자 5,561명을 분류

하였다. 그 중 건강 설문, 생화학 검진, 영양설문을 

조사하지 않거나 비만과 우울증 문항에 응답하지 않

은 경우, 식이빈도 조사에서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 
미만이거나 5,000 kcal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 후 

총 3,464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수

행하는 연구이며, 원시자료 이용 시 연구윤리심의위

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 가능하다, 본 연구에 활

용한 2014, 2016년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한 반

면, 2015년에는 연구윤리심의 및 승인을 받아 수행하

였다(2015-01-02-6C).

2. 일반사항 및 주관적 스트레스

일반사항으로는 대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

준,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운동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연령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분류 따라 만 19세에서부터 만 29세까지

를 ‘청년층’, 만 30세부터 만 49세까지를 ‘중년층’, 만 

50세부터 만 64세까지를 ‘장년층’으로 분류하였다. 결

혼상태 변수는 결혼 여부와 배우자 동거 여부를 고려

하여 ‘미혼’, ‘기혼’, 이혼과 사별한 경우를 ‘싱글’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 종사

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 조

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무직’ 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소득수준은 가구 총소

득 변수를 이용하여 ‘월 99만원이하’, ‘월 100∼199만
원’. ‘월 200∼299만원’, ‘월 300∼499만원’, ‘월 500만

원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거주지는 특별시, 광역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거주하는 

경우 ‘대도시’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거주하면 ‘중ㆍ소 도시’로 구분하

였다. 흡연 여부는 피워본 적이 없거나 과거에는 흡

연하였으나 현재에는 피우지 않는 경우는 ‘피우지 않

음’, 현재 흡연하고 있는 경우는 ‘현재 흡연’으로 분

류하였다. 음주 여부는 1년간 음주를 전혀 하지 않거

나 월 1회 미만인 경우 ‘비음주’, 월 1∼4회 음주는 

‘평균 음주’, 주 2∼3회 음주는 ‘과한 음주’, 주 4회 

이상은 ‘알콜 의존’으로 분류하였다. 운동 여부는 지

난 1년간 체중 조절 및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경험이 

있는 경우 ‘운동함’, 운동하지 않은 경우를 ‘운동 안 

함’으로 분류하였다. 우울감은 조사항목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

까?’ 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에 응답한 것으로 분류

하였다. 스트레스 인지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항목 중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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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상자가 스스로 4점 척도(‘대
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

는 편이다’, ‘거의 느끼지 않는다’)에 응답한 것을 바

탕으로 주관적 스트레스를 분석하였다. 

3. 영양소 섭취 실태 파악 및 식사패턴분석

대상자의 주관적 스트레스에 따른 영양소 섭취 실

태 파악을 위하여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으로 대상자의 영양소 섭

취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식사패턴을 파악하기 위

한 요인분석을 하기 위하여 식품섭취빈도 조사지의 항

목 116가지를 41가지로 묶어 분류하였다(Table 1). 쌀

밥ㆍ보리밥ㆍ떡은 곡류군 외 다른 식품군을 포함하지 

않고 주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밥으로 정하였고, 비

빔밥ㆍ김밥ㆍ카레ㆍ떡국ㆍ떡볶이 등 곡류군 외 다른 

식품군을 포함하며 주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밥 2로 

정하였다. 라면ㆍ국수ㆍ우동ㆍ자장면ㆍ짬뽕ㆍ냉면 등

은 국수로, 빵ㆍ시리얼ㆍ버터는 빵으로, 설렁탕ㆍ부대

찌개는 고깃국으로, 감자탕ㆍ육개장은 고기탕으로, 북

엇국은 생선국으로, 추어탕ㆍ동태찌개는 생선탕으로, 
된장국ㆍ된장ㆍ고추장은 장류로 구분하였으며, 두부

ㆍ두부무침ㆍ두부조림은 두부로, 계란과 계란 프라이

는 계란으로, 수육ㆍ삼겹살ㆍ갈비는 돼지고기로, 탕수

육ㆍ돈가스는 튀긴 돼지고기로, 소갈비ㆍ스테이크 등

은 소고기로, 햄ㆍ소세지ㆍ베이컨은 가공육으로, 백숙

ㆍ닭갈비ㆍ오리고기는 가금류로, 튀긴 닭고기는 치킨

으로 분류하였다. 피자와 햄버거는 패스트푸드로, 고

등어ㆍ꽁치 등은 생선으로, 멸치ㆍ멸치볶음은 멸치로, 
새우ㆍ조개ㆍ굴ㆍ오징어ㆍ게는 해산물로, 새우젓ㆍ오

징어젓ㆍ조개젓ㆍ젓갈류는 젓갈로, 어묵, 감자, 고구

마, 옥수수로 분류하였고, 콩나물ㆍ호박ㆍ고사리ㆍ취

나물ㆍ오이ㆍ샐러드ㆍ파ㆍ브로콜리 등 잎, 열매채소는 

채소로 구분하고, 도라지ㆍ양파 등 뿌리채소는 채소 

2로 구분하였다. 김치ㆍ김치찌개ㆍ겉절이ㆍ장아찌 등

은 김치로, 미역ㆍ미역볶음ㆍ미역국은 미역으로, 딸기ㆍ

참외ㆍ수박ㆍ포도ㆍ배ㆍ감ㆍ바나나ㆍ키위는 과일로, 음

료 중 우유, 요거트, 두유, 커피는 각각 분류하고, 콜

라ㆍ사이다는 음료로, 차 종류는 차로, 호빵ㆍ과자ㆍ쿠

키 등은 간식으로, 잼ㆍ아이스크림은 단 음식으로, 땅

콩은 견과류로, 소주ㆍ맥주ㆍ와인은 술로 분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 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복합

표본설계를 설명하기 위해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ry, NC, USA)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

을 수행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인체 노출

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살펴보고, 인구 통계학적 및 

임상적 차이는 카이제곱검정 (chi-square test)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평균, 표준

편차, 빈도 등으로 제시하며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에 

따라 차이를 확인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에는 

ANOVA test를 실시(P＜0.05, P＜0.01, P＜0.001)하였

다. 영양소 섭취의 경우,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토대로 대상자의 섭취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권장 섭

취량에 비해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들을 판단하였

다. 식사패턴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는 연령ㆍ열량ㆍ흡

연ㆍ음주를 보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식사패턴 추출

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식품섭취빈도 조

사의 총 116개의 식품 목록을 41가지로 분류하였다. 
식사패턴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은 식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통 변수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PCA)을 이용하였다. 각 요

인들의 집단화 구분 및 상세한 축합 구조를 얻기 위

하여 직교회전방법(Varimax)을 활용하여 각 패턴의 

설명력을 높이고 41개의 식품군 중 요인적 재량

(Factor Loading)의 절대값이 0.3 이상인 식품군 특성

을 바탕으로 요인 명명을 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을 통해 주관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요인인 연령, 
열량, 흡연, 음주를 보정하여 식사패턴과 주관적 스트

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본 후 Duncan’s multip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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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od groups used in the dietary pattern analysis.

Food groups Food items

Rice White rice, Grain rice, Snow white rice cake 
Rice 2 Mixed rice, Gimbab, Curry, Rice cake soup, Tteok-bokki
Noodle Instant noodle, Noodle soup, Udon, Jajangmyeon, Jjamppong, Cold noodles, Dumpling
Bread Bread, Cereals, Butter
Meat soup Seolleongtang, Sausage stew
Meat tang Pork back-bone stew, Spicy beef soup
Fish soup Dried pollack soup
Fish tang Loach soup, Pollack stew
Soybean paste stew Soybean paste soup, Soybean paste stew, Gochujang stew
Tofu Tofu, Braised tofu, Tofu Stew
Egg Egg, Fried egg
Pork Boiled pork or Pork slices, Grilled pork belly, Ribs
Fried pork Sweat and sour pork, Pork cutlet
Beef Beef ribs, Steak, Roast beef
Processed meats Ham, Sausage, Bacon
Poultry Whole chicken soup, Braised spicy chicken, Duck
Chicken Fried chicken
Fast Food Pizza, Hamburger
Fish Mackerel, Pacific saury, Fish
Anchovy Anchovy, Stir-fried anchovies 
Shellfish Shrimp, Clams, Oysters, Squid, Crab
Salted seafood Salted shrimp, Fermented squid, Salted clams
Fish cake Fish cake
Potato Potato
Sweet potato Sweet potato
Corn Corn
Vegetables Bean sprouts, Pumpkin, Bracken, Seasoned aster, Cucumber, Salad, Green onion, Broccoli
Vegetables 2 Bellflower(root), Onion
Kimchi Kimchi, Kimchi stew, Fresh kimchi, Pickled vegetables
Seaweed Seaweed, Stir-fried seaweed, Seaweed soup
Fruit Strawberry, Oriental melon, Watermelon, Grape, Pear, Persimmon, Banana, Kiwi 
Milk Milk
Yogurt Yogurt
Soymilk Soymilk
Coffee Coffee, Sugar in coffee
Soda Coke, Sprite
Tea Tea
Snack Hoppang, Snack, Cookie
Sweet Jam, Icecream
Nuts Peanut

Alcohol Soju, Beer,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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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level of perceived stress among participants.

Variables Total Very much Much A little Very little P-value

Perceived stress level 3,464 (100.0)1) 163 ( 4.71) 784 (22.63) 2,058 (59.41) 459 (13.25) 
  Age 
   (years)

19∼29 633 (18.27) 35 ( 5.53) 144 (22.75) 375 (59.24) 79 (12.48) ***2)

30∼49 1,575 (45.47) 72 ( 4.57) 452 (28.70) 910 (57.78) 141 ( 8.95)
50∼64 1,256 (36.26) 56 ( 4.46) 188 (14.97) 773 (61.54) 239 (19.03) 

  Martial state Married 2,399 (69.26) 103 ( 4.29) 518 (21.59) 1,446 (60.28) 332 (13.84) ***
Single  932 (26.91) 50 ( 5.36) 241 (25.86) 537 (57.62) 104 (11.16) 
Widowed/divorced  133 ( 3.84) 10 ( 7.52) 25 (18.80) 75 (56.39) 23 (17.29)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187 ( 5.40) 16 ( 8.56) 32 (17.11) 102 (54.55) 37 (19.79) ***
Middle school  247 ( 7.13) 16 ( 6.48) 31 (12.55) 155 (62.75) 45 (18.22) 
High school  932 (26.91) 30 ( 3.22) 194 (20.82) 589 (63.20) 119 (12.77) 
College 2,098 (60.57) 101 ( 4.81) 527 (25.12) 1,212 (57.77) 258 (12.30) 

  Occupation Professional  703 (20.29) 30 ( 4.27) 187 (26.60) 410 (58.32) 76 (10.81) ***
Officer  562 (16.22) 22 ( 3.91) 170 (30.25) 317 (56.41) 53 ( 9.43)
Service/salesman  414 (11.95) 27 ( 6.52) 83 (20.05) 255 (61.59) 49 (11.84) 
Agriculture/fishery  147 ( 4.24) 8 ( 5.44) 23 (15.65) 89 (60.54) 27 (18.37) 
Engineer  791 (22.83) 28 ( 3.54) 158 (19.97) 497 (62.83) 108 (13.65) 
Worker  244 ( 7.04) 10 ( 4.10) 45 (18.44) 152 (62.30) 37 (15.16) 
No job  603 (17.41) 38 ( 6.30) 118 (19.57) 338 (56.05) 109 (18.08) 

  Income 
   (million won/month)

≥99  212 ( 6.12) 19 ( 8.96) 52 (24.53) 111 (52.36) 30 (14.15) ***
100∼199  402 (11.61) 29 ( 7.21) 78 (19.40) 230 (57.21) 65 (16.17) 
200∼299  543 (15.68) 19 ( 3.50) 117 (21.55) 343 (63.17) 64 (11.79) 
300∼499 1,023 (29.53) 36 ( 3.52) 229 (22.39) 628 (61.39) 130 (12.71) 
≥500 1,284 (37.07) 60 ( 4.67) 308 (23.99) 746 (58.10) 170 (13.24) 

  City size3) Big city 1,564 (45.15) 63 ( 4.03) 366 (23.40) 921 (58.89) 214 (13.68) ***
Middle & Small city 1,900 (54.85) 100 ( 5.26) 418 (22.00) 1,137 (59.84) 245 (12.89) 

  Smoking4) Current smoker 1,381 (39.87) 89 ( 6.44) 381 (27.59) 766 (55.47) 145 (10.50) ***
Non smoker 2,083 (60.13) 74 ( 3.55) 403 (19.35) 1,292 (62.03) 314 (15.07) 

  Drinking5) No drinking  848 (24.48) 42 ( 4.95) 174 (20.52) 509 (60.02) 123 (14.50) ***
Average drinking 1,395 (40.27) 56 ( 4.01) 321 (23.01) 846 (60.65) 172 (12.33) 
Excessive drinking  839 (24.22) 34 ( 4.05) 198 (23.60) 496 (59.12) 111 (13.23) 
Dependence on drinking  382 (11.03) 31 ( 8.12) 91 (23.82) 207 (54.19) 53 (13.87) 

  Physical activity6) Yes 1,602 (46.25) 66 ( 4.12) 365 (22.78) 952 (59.43) 219 (13.67) ***
No 1,862 (53.75) 97 ( 5.21) 419 (22.50) 1,106 (59.40) 240 (12.89) 

  Depressed7) Yes  204 ( 5.89) 46 (22.55) 86 (42.16) 69 (33.82) 3 ( 1.47) ***
 No 3,260 (94.11) 117 ( 3.59) 698 (21.41) 1,989 (61.01) 456 (13.99) 

1) n(%)
2) Significance as determined by χ2-test (***P＜0.001)
3) ‘Big city’: Live in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and Ulsan, ‘Middle & Small city’: Live in other area 
4) ‘Current smoker’: Currently smoking, ‘Non smoker’: Have never smoked or have smoked in the past but do not currently smoke
5) ‘No drinking’: Have never drinked or have not drinked in the past year, ‘Average drinking’: Drinking 1∼4 times a month, ‘Excessive 

drinking’: Drinking 2∼3 times a week, ‘Dependence on drinking’: More than 4 times a week
6) ‘Yes’: Participated in physical activity for the past year, ‘No’: Have not participated in physical activity for the past year
7) During the past year, have you felt sad or hopeless enough to interfere with your daily life for more than 2 weeks in a row?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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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를 적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본 연구에서 

모든 분석 결과는 유의수준을 P＜0.05로 검증하였다.

결 과

 1. 일반사항 및 주관적 스트레스

조사 대상자의 일반사항 및 주관적 스트레스 지표

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총 3,464명 중 만 30∼49세

의 조사대상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만 19세∼29세의 

조사대상 비율의 가장 적었다. 나이별로 주관적 스트

레스 인지는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

이 만 30∼49세에서 제일 많았으며(28.70%), 조사대상 

비율이 가장 적은 만 19세∼29세 대상자들에게서 주

관적 스트레스 인지를 ‘매우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5.53%), 나

이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는 스트레스 인지 정

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P＜0.001). 결혼 여

부에 대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조사대상 중 

41.74%의 기혼자 중 주관적 스트레스를 ‘조금 느낌’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60.28%), 조사대상 중 이혼 

및 사별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매우 많이 느

낌’(7.52%)에서 많이 나타났고 ‘많이 느낌’(18.80%), 
‘조금 느낌’(56.39%)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에서 주관적 스트레스별 인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교육수준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대졸자에게서 ‘매우 많이 느낌’(4.81%), 
‘많이 느낌’(25.12%), ‘조금 느낌’(57.77%)순으로 전체 

조사대상 중 스트레스 인지가 제일 높았고, 교육수준

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다(P＜0.001). 직업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서 ‘매우 많이 느낌’을 응답한 직업은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6.52%, 직업이 없는 대상자가 그 다음 

순으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많이 

느낌’에서 사무직 4.91%, ‘조금 느낌’에서 기능직 

14.35%, ‘거의 느끼지 않음’에서 농림어업 종사자 

0.78%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P＜0.001). 수입 차이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인

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이 ‘500만원 이상’인 사

람들의 주관적 스트레스는 ‘조금 느낌’이 58.10%로 

가장 많았다(P＜0.001). 거주 지역에 따른 주관적 스

트레스 인지 정도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이 

주관적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비

율은 중ㆍ소도시에 거주하며 주관적 스트레스를 ‘매
우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비율과 유사하였으며, 대도

시와 중ㆍ소도시 모두 주관적 스트레스를 ‘조금 느

낌’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P＜0.001). 또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가 ‘매우 많이 

느낌’에서 전체 조사대상 중 흡연자(6.44%), 비흡연자

(3.55%)로 흡연자가 더 많았고 흡연 여부에 따른 주

관적 스트레스 인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음주에 따른 주관적 스트레스 인식에서 ‘매우 많이 

느낌’의 비율은 비슷하였고 ‘조금 느낌’에 응답한 대

상자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운동을 안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에 비하여 주관적 스트레스 응답에서 

‘매우 많이 느낌’(5.21%, 4.12%)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감을 느끼는 응답에서는 전체 조사대

상자의 5.89%가 우울감을 느낀다는 대상자의 비율이 

낮은 반면 우울증이 있는 대상 중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매우 많이 느낌’인 경우가 22.55%로, 
‘거의 느끼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 1.47%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2.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와 식이섭취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 

정도를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분

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가 ‘매우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에

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인, 칼슘, 칼륨, 철, 나

트륨, 비타민 A, 카로틴, 레티놀,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의 섭취량이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가 낮다고 

응답을 한 대상자들보다 많았다. 비타민 C 섭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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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nutritional intake according to the perceived stress level among participants.

Very much (n=163) %RNI2) Much (n=784) %RNI A little (n=2,058) %RNI Very little (n=459) %RNI P-value

Energy (kcal) 2476.97±991.781) 103.17  2335.37±794.81 97.31 2305.05±894.00 96.04 2214.63±785.80 92.28   **3)

Carbohydrate(g)  361.17±134.46  348.68±110.70  349.23±108.26  338.83±103.45  NS4)

Protein (g)   76.33±38.55 123.38    75.20±31.88 122.08   74.19±34.09 120.44   69.89±32.47 113.46  *
Fat (g)   49.45±32.65   48.21±25.50   46.21±27.24   41.97±26.35 ***
Phosphate (mg) 1128.53±540.83 161.22  1097.07±433.18 156.72 1096.52±442.92 156.65 1038.00±411.88 148.29  *
Calcium (mg)  522.37±307.62 65.30   502.45±232.53 62.81  503.69±234.20 62.96  474.98±212.90 59.37  NS
Potassium (mg) 2959.87±1571.90 2866.54±1227.52 2908.33±1245.05 2747.05±1137.71 NS
Iron (mg)   14.95±6.95 149.50    14.56±5.82 145.60   14.76±6.17 147.60   14.19±5.48 141.90  NS
Sodium (mg) 3864.87±2062.93 3736.15±1724.38 3641.97±1817.55 3392.45±1680.05 **
Vitamin A (ug RE)  659.62±397.02 86.11   627.69±324.66 81.94  634.02±334.73 82.77  597.98±303.40 99.66  NS
Carotin (ug) 3227.88±1978.80 3047.56±1661.86 3114.23±1750.12 2964.02±1588.58 NS
Retinol (ug)   97.66±80.00   96.66±62.12   93.38±63.59   84.27±61.25 **
Vitamin C (mg)  100.97±87.63 100.97    98.22±72.77 98.22  103.79±75.38 103.79   97.21±67.91 97.21  NS
Vitamin B1 (mg)    2.10±1.00 175.00     2.02±0.78 198.04    2.02±0.81 168.33    1.93±0.76 160.83  NS
Vitamin B2 (mg)    1.56±0.88 104.00     1.49±0.70 99.33    1.45±0.71 96.67    1.33±0.65 88.67  ***

Niacin (mg)   15.51±7.90 96.94    15.02±6.40 93.88   14.93±6.66 93.31   14.05±6.24 87.81 *
1)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SD) 
2) RNI: Recommended Nutrient Intak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3) Significant test using ANOVA (*P＜0.05, **P＜0.01, ***P＜0.001)
4) N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using ANOVA test

‘조금 느낌’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이 가장 많았고, ‘매
우 많이 느낌’인 대상자는 두 번째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많이 느낌’인 경우 에너지 섭

취량이 권장섭취량보다 많이 섭취(103.17%)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단백질, 인, 철, 티아민 섭취량은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와 상관없이 권장 섭취량 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슘, 비타민 A, 나

이아신 섭취량은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와 상관없이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

너지(P＜0.01), 단백질 (P＜0.05), 지방(P＜0.001), 인(P＜ 

0.05), 나트륨(P＜0.01), 레티놀(P＜0.01), 리보플라빈

(P＜0.001), 나이아신(P＜0.05) 섭취량은 주관적 스트

레스 인지 정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탄수화물, 칼슘, 칼륨, 철, 비타민 A, 카로틴, 비타민 

C, 티아민 섭취량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식사패턴

본 연구 대상자들의 식사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식품섭취빈도 조사항목에 구성된 식품을 41개 식품군

으로 구분하여 섭취 빈도와 양을 변수로 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요인들과 각 요인에 속

한 식품군들을 요인 적재 값 0.3이상으로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요인별로 식품군 변수들이 서로 구분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요인이 나타내는 의

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된장, 두부, 채소, 
김치, 생선탕, 생선국 등의 요인 적재 값이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이를 ‘건강’ 식사패턴이라 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국수, 튀긴 돼지고기, 패스트푸드, 소다, 
간식 등의 적재 값이 높아 ‘가공육’ 식사패턴이라 명

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술의 적재 값이 높아 ‘술’ 
식사패턴이라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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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Loading matrix for major dietary patterns by factor analysis.

　Food groups Healthy pattern Processed meat pattern Alcohol pattern

Alcohol –0.187 –0.343 0.920
Pork 0.095 0.278 0.089
Salted seafood 0.139 –0.037 0.066
Noodle –0.192 0.457 0.060
Soybean paste stew 0.431 –0.166 0.052
Vegetables 2 0.581 –0.100 0.049
Shellfish 0.226 0.020 0.045
Fish tang 0.301 –0.146 0.041
Meat tang 0.196 0.109 0.029
Fish soup 0.398 –0.130 0.026
Beef 0.177 0.179 0.008
Fried pork –0.088 0.450 0.006
Tea 0.134 –0.031 0.006
Nuts 0.285 –0.053 0.003
Soymilk 0.118 0.054 0.002
Poultry 0.248 0.077 –0.001
Fast Food –0.157 0.431 –0.009
Seaweed 0.358 –0.071 –0.010
Soda –0.171 0.376 –0.015
Coffee 0.025 –0.035 –0.016
Processed meats –0.062 0.280 –0.020
Vegetables 0.658 –0.077 –0.020
Egg 0.165 0.161 –0.024
Fish cake 0.140 0.119 –0.025
Potato 0.318 0.013 –0.028
Rice 2 –0.041 0.400 –0.038
Milk 0.048 0.209 –0.039
Sweet potato 0.282 0.007 –0.041
Kimchi 0.239 –0.229 –0.047
Sweet 0.004 0.341 –0.050
Corn 0.175 –0.032 –0.057
Tofu 0.449 –0.051 –0.058
Anchovy 0.366 –0.105 –0.061
Yogurt 0.146 0.069 –0.066
Bread 0.004 0.243 –0.066
Snack 0.004 0.335 –0.077
Fruit 0.365 0.026 –0.116
Rice –0.248 –0.770 –0.586
Eigenvalue 4.697 3.646 2.272

Scoring coefficients 
estimated by regression

0.813 0.974 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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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ssociation with dietary patterns according to subjective stress perception.

　 Very much (n=163) Much (n=784) A little (n=2,058) Very little (n=459) P† P‡

Healthy pattern –0.15±0.93b1) –0.08±0.87ab  0.04±0.92a  0.03±0.85a **2) *4)

Processed meat pattern  0.12±1.09a  0.12±0.97a –0.02±0.98a –0.17±0.99b *** NS

Alcohol pattern  0.09±1.09  0.05±0.98 –0.01±0.99 –0.05±1.06 NS3) NS
1) Values are means±SD of factor analysis
abc Group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 P† from ANOVA test including age and energy intake covariates (**P＜0.01, ***P＜0.001)
3) N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using ANOVA test analysis
4) P‡ from ANOVA test analysis including age, energy intake, smoking, drinking as covariates (*P＜0.05) 

4. 주관적 스트레스에 따른 식사패턴 관련성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에 따른 식사패턴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본 연구 대

상자들 중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에 대해 ‘매우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의 경우 ‘가공육’ 식사패턴

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거의 느

끼지 않음’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의 경우 ‘가공육’ 식

사패턴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과 열량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

가 있었다(P＜0.001). ‘가공육’ 식사패턴 다음으로 주

관적 스트레스 인지를 ‘매우 많이 느낌’으로 응답한 

대상자들에게서 ‘술’ 식사패턴을 많이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공육’ 식사패턴과 유사한 양

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술’ 식사패턴은 스트레

스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주관

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조금 느낌’ 또는 ‘거의 느

끼지 않음’ 으로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매우 많이 

느낌’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연령, 열량, 흡연, 음주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유의적으로 ‘건강’ 식사패턴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주관적 스트레

스 인지 정도가 ‘매우 많이 느낌’인 사람들은 ‘건강’ 
패턴의 식습관을 상대적으로 적게 취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

도가 증가할수록 ‘가공육’ 또는 ‘술’ 식사패턴을 많이 

취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낮은 대상자일수록 ‘건강’ 식사패턴을 취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 찰

한국 성인 남성의 식사패턴을 분석한 결과 요인별

로 식품군 변수들이 구분되어 있어 ‘건강’ㆍ‘가공육’ㆍ
‘술’ 식사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건강’ 식사패턴

은 채소, 두부, 생선 등의 반찬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식사패턴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산과 바다라는 한국

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된 식사패턴이라 할 수 있다. 
‘가공육’ 패턴은 국수, 가공된 돼지고기, 패스트푸드

의 섭취가 많고, 채소나 과일의 섭취가 가공육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술’ 패턴은 술의 섭취

가 매우 높은 식사패턴이다. ‘가공육’, ‘술’ 패턴은 술

과 함께 안주류를 많이 먹는 한국의 식문화와 관련이 

있으며 술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육류 섭취가 

많다는 연구결과로도 유추 가능하다(Lee & Kim 
1991). Table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건강’ 식사패턴

의 상위군은 칼슘, 비타민 A 및 비타민 C의 섭취가 

높았으며 이는 지중해식 식사패턴 중 채소ㆍ과일ㆍ콩

류ㆍ생선 등이 포화지방이 적고 베타-카로틴,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부하다고 보고된 결과들과

(Trichopoulou & Lagiou 1997; Martinez 등 2002; 
Panagiotakos 등 2002) Oh 등(2004)이 보고한 웰빙식 

식사패턴의 상위군이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의 섭

취가 높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가공육’, ‘술’ 식

사패턴은 식이 섭취조사에서 나트륨 섭취가 높게 나

타났고,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세 이상 성인

이 음주하는 경우 육류의 섭취량이 많다는 결과와 관

련이 있다. Song 등 (2005)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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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패턴을 분석하여 밥과 김치를 기본으로 하는 ‘전통

식’, ‘빵ㆍ과일ㆍ채소ㆍ우유’, ‘면ㆍ계란’, ‘고기ㆍ생선ㆍ

술’ 패턴 등 4개의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 가지의 식사패턴 외에도 한국인들은 여러 

종류의 식사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

라의 식사패턴 연구는 미국의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Prudent’와 ‘Western’ 패턴으로 분류한 연구가 있었

고, ‘Mediterranean’과 ‘Western’ 패턴으로 분류한 지중

해식 식사패턴이 있었으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도 ‘Healthy’, ‘Japanese traditional’, ‘Western’, 
‘Coffee and Diary products’ 패턴으로 분류되었다

(Okubo 등 2007). 영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식사패

턴을 조사한 결과 육류, 소시지, 빵, 버터의 섭취가 

높고, 생선 섭취가 낮은 식사패턴을 갖는 사람들은 

경제적 수준이 높았으며 스페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서

구식 식사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ón-Munoz 
등 2012; Roberts 등 2018). 또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식사패턴을 조사한 결과 육류 식사패턴이 상위군일 

경우 젊은 연령, 높은 교육수준, 높은 흡연율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Hong 등 2016). 즉,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식사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나

라별 질병 위험이 적고 건강한 식사패턴들은 대부분 

채소ㆍ두류ㆍ어패류의 섭취가 높은 것을 볼 때, 본 

연구의 ‘건강’ 식사패턴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별 식사패턴을 보면 ‘매우 

많이 느낌’, ‘많이 느낌’인 사람들은 ‘가공육’, ‘술’ 패

턴의 식사패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우 많이 느낌’의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인 사람

들은 ‘건강’한 식사패턴을 유의적으로 취하지 않고,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 ‘건강’한 식사패

턴을 취하는 것으로 보아 주관적 스트레스는 식사패

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

과들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Kim(2018)의 연구

에서 남성 근로자들이 인지하는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량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서울 및 수도권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Park 

등(2020)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가공식품류의 섭취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Kim & 
Kim(2009)는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불규칙

적으로 식사를 하였고 자극적인 식품을 선호하고 음

주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보고했으며, Joo & 
Sohn(2010)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식사가 불규

칙한 반면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침결식 비율도 낮

고 건강한 식사습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처

럼 스트레스가 식이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한계는 존재하나 

Sarker 등(2013)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에서 그

렐린(ghrelin)및 코티졸(cortisol)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

는데 그렐린은 위 기저부의 신경 내분비 세포에서 합

성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공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알

려져 있으며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 코티졸 수치가 

증가하게 되면 공복감을 느끼고 탄수화물류의 섭취가 

유도되어 과식 및 가공식품류 등의 섭취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allman 등(2003)은 스트레

스를 받게 되면 불안 및 공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지방 및 고탄수화물 식이를 섭취하게 되고 부신 피

질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가 감소하여 좋은 기분을 느

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의 주관적 스트레스와 식사패

턴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로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

는 분야로써 국민을 대상으로 추후 정신건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이 요인을 함께 고려하

는 다양한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 예방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본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

아 본 연구에서 고려한 음주, 흡연, 연령 외 신체활

동,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활동과 같은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추후 전향적 연

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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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성인 남성의 식사패턴의 요인 분

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식사패턴이 주

관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인 남

성 3,464명의 식품 섭취빈도 조사 결과 추출된 식사

패턴들의 특징을 식이섭취, 나이, 직업, 소득, 흡연, 
음주, 운동, 주관적 스트레스 등의 요인과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1. 한국 성인 남성의 식사패턴 분석 결과 ‘건강’, ‘가

공육’, ‘술’ 세 가지 주요한 패턴이 나타났다. 
2. 조사 대상자들의 나이, 결혼 여부, 직업, 소득, 거

주 지역, 흡연 여부, 음주상태, 운동 여부를 살펴봤

을 때,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가 ‘조금 느낌’이 가

장 많았다. 
3. 조사 대상자들의 식이섭취상태는 단백질, 인, 철, 

티아민은 나이와 주관적 스트레스에 관계없이 일

일 권장량을 초과 섭취하였고, 칼슘과 비타민 A는 

나이와 주관적 스트레스에 관계없이 일일 권장량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다. 나이아신은 주관적 스트

레스에 관계없이 일일 권장량 미만을 섭취하고 있

었다. 
4.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에 따라 ‘매우 많이 느낌’으

로 응답한 대상자의 경우 ‘가공육’, ‘술’ 패턴의 식

사패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 정도가 낮은 대상자일수록 ‘건강’식
사패턴을 취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성인 남성들은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도가 ‘매우 많이 느낌’인 사람들은 ‘건
강’한 식사패턴을 유의적으로 취하지 않고, 주관적 스

트레스 인지도가 낮을수록 ‘건강한’ 식사패턴을 취하

는 것으로 보아 주관적 스트레스는 식사패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따라 

식사패턴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

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하여 보다 ‘건강한’ 식사패턴

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며, 

주관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공육’, ‘술’ 
식사패턴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식사 섭취를 하는 

것보다 운동 등의 다른 건전한 방법을 통해 해소함으

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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