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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성인 남녀의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자료분석

연구 배경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은 이미 우리사회에

대중화가 된지 오래이다. 혼밥문화는 우울감의 증가, 영양섭취의 제한, 비만유

병증가 등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혼밥

이 대사증후군에 관련성이 있다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최근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 혼밥횟수, 배우자유무, 연령대의 기초

분야별집단에서의 관련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

성을 알아보고, 특정집단별 하부그룹분석을 시행, 집단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KNHANES) 제

7기 2차년도(2017)자료를 이용한 단면조사연구이다.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중

대상자 제외기준에 해당되거나 선정한 변수의 이상치 및 결측치를 제외한 총

4,673명을 대상으로 성별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 대사증후군점수

의 관련성에 대해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후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적, 식생활관련 하부그룹분석을 시행하여 집

단별 유의한 관련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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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남녀 연구대상자 모두 혼밥과 대사증후군간 관련성은 없었다. 그러나 여자

에서 하루 2끼혼밥 하는 경우 고혈압 유병교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AOR 0.65, 95%CI=0.46-0.92), 점심 1끼 혼밥하는 경우, 하루 3끼혼밥하는

경우에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A

OR 1.33, 95%CI=1.03-1.73, AOR 1.63, 95%CI=1.07-2.49). 남자에서 점심 1끼

혼밥하는 경우 복부비만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AOR 1.5

7, 95%CI=1.04-2.39), 점심-저녁 2끼 혼밥하는 경우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AOR 1.68, 95%CI=1.02-2.77). 그

외 다른 결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후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

적, 식생활관련 하부집단별 혼밥과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관련성을 분석

한 결과 각 집단별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의 유병위험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름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만 19세이상 한국 성인의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은 유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혼밥이 성별에 따라 대사증후군 세부질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하부그룹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생활

양식에 따른 혼밥이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식생활습관을 고려한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

핵심어 : 혼밥,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고혈압,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혈당장애, 식습관,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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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혼밥”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에 의하면 ‘혼자서 밥을 먹음, 또는 그

렇게 먹는 밥’이라는 뜻으로 2014년 신어 자료집에 수록된 신종 어휘이다(국

립국어원, 2014).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 의하면 1인 가구는 2000년 약 222만 가구에서 2017년

약 562만 가구로 152.6%가 증가하였다. 2017년 1인 가구의 성별-연령대별 구

성비는 남성의 경우 25~34세가 23.8%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 55~64세가

17.5%로 가장 높았다(통계청, 2018). 2018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서 발표

한 [2018년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월지출액의 절반 가

량을 식·음료비에 지출하며, 식사하기(“혼밥”)에 익숙하다고 발표하였다.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혼밥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연구가들은 주장하

고 있다(류한소, 이민아, 2019; 송은경 등, 2017; Chae et al., 2018; Ishikawa

et al., 2017; Jung and Kim, 2019; Kim et al., 2018; Kong, Min and Min,

2019; Kwon et al., 2018; Li et al., 2018; Rah et al., 2019, Reicks et al.,

2019; Shirasawa et al., 2018; Son and Kim, 2019; Tanaka et al.,2018; Tani

et al., 2018). 독신 또는 비독신 가구든 상관없이 혼밥을 하는 경우, 비독신가

구이면서 동반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사망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Tani et al., 2018). 노인의 경우 하루의 두끼 이상 혼밥을 하는 노인이

동반식사를 하는 노인들에 비해 사회관계면에서 취약하고. 고립수준이 높아질

가능성 및 우울감이 더 높았다(류한소, 이민아, 2019). 아침식사 시 혼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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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에게서 아침식사 시 동반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Jung and Kim, 2019). 그 외 혼밥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혼밥을 하는 사람들은 동반식사를 하

는 사람들에 비해 균형적 식이의 질을 나타내는 권장식사패턴의 실천정도가

더 낮았다(Chae et al., 2018). 앞서 언급된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혼밥을 하는

청소년은 동반식사를 하는 청소년에 비해 과일과 채소섭취가 낮은 반면, 정크

푸드와 당음료의 섭취가 높아 체중증가 및 비만유병이 높았고(Reicks et al.,

2019), 특히 저녁식사 시 혼밥을 하는 청소년에서 저녁식사 시 동반식사를 하

는 청소년에 비해 비만유병이 현저히 증가하였다(Shirasawa et al., 2018). 혼

밥하는 노인은 섭취하는 음식의 다양성이 좁아 동반식사를 하는 노인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부정적이고, 음식섭취의 빈도가 낮았으며, 녹색채소와 과

일, 지방, 기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였다(Ishikawa et al., 2017; Tanaka et

al., 2018). 영양상태는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에 유의한 예측인자로, 특히 혼

밥을 하고 영양상태가 불량한 노인일수록 동반식사를 하는 양호한 영양상태의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이 현저히 감소하였다(Li, Tung and Yeh, 2018). 이러한

혼밥은 국내의 경우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

표되고 있다(Kim et al., 2018; Kwon et al., 2018; Rah et al., 2019; Son and

Kim, 2019).

주체별 혼밥과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연구들도 발표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남성 집단에서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이 유의하였고

(Kwon et al., 2018), 점심과 저녁을 혼밥하는 남성 집단에서 대사증후군의 관

련성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반면, 여성 집단은 아침식사를 혼밥하는 경우 대사

증후군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낮았다(Kim et al., 2018). 65세 미만의 젊은 연령

대에서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이 유의하다는 결과(Son and Kim, 2019)

및 여러 연구들의 결과들을 비교하였을 때, 주체별 혼밥이 대사증후군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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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이 있다는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으로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인자인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한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유용되고 있는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 Adult

Treatment PanelⅢ(ATPⅢ)의 기준에 따르면 복부비만, 고혈압, 고중성지방혈

증,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혈당장애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부합되면

해당되는 질환이다(Alberti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상태를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7기 2차년도(2017)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

의 대상을 만19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성인남녀로 선정하여 인구사회학적특성,

건강행동적특성, 식생활관련특성의 세부 분야를 나누고, 분야별 조합을 통하여

특정 집단별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체

별 혼밥이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었으나(Kim et al.,

2018; Kwon et al., 2018; Rah et al., 2019; Son and Kim, 2019), 일 혼밥횟수,

배우자유무, 연령대등의 기초적인 분야별 집단에서의 관련성에만 초점을 두었

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결식과 혼밥의 빈도가 높고(Kong, Min and

Min, 2019), 음식을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접근성이 낮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동반식사 빈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Ishikawa et al., 2017), 혼밥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들이 권장식사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Chae et al., 2018)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특징을 포함한

세부적 특정집단에서의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대상자의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

후 특정 집단별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집단별로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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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차년도(2017)]

자료를 이용하여 만19세 이상의 한국 성인남녀에서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혼밥”행위의 양상, 대사증후군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 째,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혼란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한다.

셋 째, 특정 집단별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간의 관련성의 정도를 탐색하고,

집단별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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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차년도

(2017) 자료를 이용하는 단면조사연구이다. 독립변수는 혼밥, 종속변수는 대사

증후군이다. 혼밥행위가 대사증후군에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

사회학적특성, 건강행동적특성, 식생활관련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Figure 1. Research frame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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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차년도

(2017) 자료를 이용하는 단면조사연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

법 제 16조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로 통계법 17조에 근거한 정부지정통계 (승

인번호 제117002호)이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는 3년 주기로 시행했으나, 국

가통계의 시의성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연중조사체계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 추출 틀은 표본설계 시점에서

가용한 가장 최근시점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최신정보 사용을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추가하여 기

본추출 틀을 보완하였다. 제7기 1,2차년도(2016-2017)의 경우 시·도, 동·읍면,

주택유형(일반주택, 아파트)을 기준으로 추출 틀을 층화 하였고, 주거면적 비

율, 가구주 학력 비율 등을 내재적 층화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조사구는 192개로 표본조사구 내에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의 시설 및 외국

인 가구 등을 제외한 적절가구 중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23개 표본가구를 선

정, 표본가구 내에서는 적정가구원 요건을 만족하는 만 1세 이상의 모든 가구

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목표 모집단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

사는 가구원확인조사,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를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을 준수하여 조사 자

료에서 개인을 추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된 자료만 제공하며, 해당 자료

는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 (https://knhanes.cdc.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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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차년도(2017)에 참여한 가구는 3,580가구, 참여대

상자는 총 8,127명이었다. 본 연구는 참여대상자 중 만 19세 미만 1,609명을

제외한 6,518명중 대상자 제외기준에 해당되거나 선정한 변수의 이상치 및 결

측치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673명(남자 2,024명, 여자 2,64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위원회로부터 면제심의승

인(승인번호 Y-2019-0088)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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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low of study participants

 KNHANES Ⅶ-2 (2017)

전체 대상자 8,127명

만 19세 이상 성인

6,518명

연구 대상자 4,673명

(남자 2,024명, 여자 2,649명)

만 19세 미만 제외

1,609명

제외: 1,845명

(제외기준)

군인, 임신-수유부

독립변수 결측치

종속변수 결측치·이상치

그 외 변수 결측치·이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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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수의 선정 및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가족구성원수, 결

혼상태, 음주상태, 삶의 질, 신체활동수준, 주중수면시간, 외식 빈도, 식생활형

편, 1일 에너지섭취량, 영양지식,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 혼밥수준, 혼밥종

류,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점수, 복부비만, 고혈압,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혈당장애이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였고, 연령은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19-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의 5개 연

령 그룹으로 범주화 하였다.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중졸이하', ‘고

졸이하', ‘대졸이상' 3개의 그룹으로 범주화 하였다. 경제활동은 ‘예', ‘아니오'

로 이분화하였다. 가족구성원수는 ‘1명', ‘2명', ‘3명', ‘4명이상'으로 구분하였

다. 결혼상태의 경우 ‘미혼’, ‘별거∙사별∙이혼’, ‘배우자있음’의 3가지 그룹으

로 범주화 하였다.

건강행동적 변수에서 음주상태는 ‘비음주’, ‘과거음주’, ‘현재음주’, ‘고위험음

주’로 구분하였는데 ‘고위험음주’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의 고위험 음주율 산식을 이용하여 정의하였다(한국보

건사회연구원, 2019). 현재 음주를 하되 최근 1년간 주2회 이상 음주빈도를 유

지하며 1회 음주량이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인 경우 ‘고위험음주’로 선

정, 그 외 경우를 ‘현재음주’로 정의하였다. 삶의 질은 EuroQol group의 승인

을 받아 조사된 EQ-5D 조사표를 이용, 산출한 EQ-5D index로 최대값이 1인

연속형 변수이다(질병관리본부, 2019b). 신체활동수준은 ‘낮음’, ‘중간’, ‘높음’으

로 구분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내 신체활동 설문을 이용하여 국제신

체활동설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의 ME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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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e 산출방법으로 분류하였다. 고강도, 중강도, 걷기로 구분한 신체활동수준

에 각각 부여된 가중치와 해당 신체활동 수행시간을 분단위로 곱하여 신체활

동량을 Kcal로 계산하였다. 산출된 MET-minutes/week 결과가 600미만인 경

우 ‘낮음’, MET-minutes/week 결과가 600이상 3,000미만인 경우 ‘중간’, MET

-minutes/week 결과가 3000이상인 경우 ‘높음’으로 분류하였다(심재문, 전현

규, 이건창, 2015). 주중수면시간은 ‘6시간미만/일’, ‘6시간이상~8시간미만/일’, ‘8

시간이상/일’ 3가지로 범주화 하였다. 이는 주중(또는 일하는 날) 잠자리에 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 문항을 통하여 산출, 정의하였다.

식생활관련 변수에서 외식 빈도는 ‘상’, ‘중’, ‘하’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상’은 주5-6회, 하루1회, 하루2회, ‘중’은 주1-2회, 주3-4회, ‘하’는 월1회미만의

거의안함, 월1-3회로 정의하였다. 식생활형편은 ‘충분함’, ‘불충분함’으로 구분

하였는데 ‘충분함’은 식생활형편문항에서 충분한 양과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거나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으나, 다양한 음식은 먹지 못한 경우이고,

‘불충분함’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

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1일 에너지 섭취량은 개인별 2

4시간 회상조사를 이용한 식품섭취조사에서 산출된 에너지 섭취량(Kcal)으로,

극단적 에너지 섭취량에 따른 데이터 분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에너

지 섭취량이 500Kcal/day 미만이거나, 5,000Kcal/day 초과인 경우 결측처리

하였다. 영양지식은 ‘있음’, ‘없음’으로 이분화하였다. 이는 영양지식문항에서

영양교육여부, 영양표시 인지여부, 영양표시 이용여부, 영양표시 영향여부 중

최소 한 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있음’으로,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없음’

으로 정의하였다.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mean adequacy ratio, MAR)는

‘예’, ‘아니오’로 이분화하였다. MAR은 9가지 영양소 –단백질, 비타민A, 비타

민 B₁, 비타민B₂, 나이아신, 비타민C, 칼슘, 인, 철에 대한 각 섭취량을 [201

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제시된 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 영양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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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섭취비(nutrition adequacy ratio, NAR)의 평균치로 영양소의 전반적인 섭

취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이다(한국영양학회, 2015). 두 가지 계산식인 NAR과

MAR의 최고 상한치는 1로, 이 중 MAR이 1인 경우 ‘예’, MAR이 1미만인 경

우 ‘아니오’로 정의하였다(김영옥, 2011; 배윤정, 2012).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사증후군이다. 이는 가장 널리 유용되고 있는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NCEP) Adult Treatment PanelⅢ(A

TPⅢ)의 기준에 따라 복부비만, 고혈압,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혈당장애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대사증후군 이환

에 해당된다(Alberti et al., 2009). 각 질환의 정의는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

보포털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 1에 제시하였다(질병관리본부, 2016).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준에 따라 아래의 기준 외에도 고혈압과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및 고중성지방혈증은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 혈당장애는

당뇨병 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각 세부질환 기준에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정의

하였다.

본 연구는 대사증후군 여부 외에도 대사증후군의 5가지 세부질환 복부비만,

고혈압,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혈당장애와 함께 대사증후군

점수도 종속변수에 포함하였다. 대사증후군 점수는 연속형 변수로써 대사증후

군의 5가지 세부질환 진단기준의 해당 개수를 0~5점까지 점수화 하여 산출하

는 방식으로,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사증후군의 진단이 cutoff point 설정에 따

른 이분형 변수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의한 것을 반영하였다(이창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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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of metabolic syndrome (MetS)

Components Criteria

Abdominal obesity
(Using the Korean specific standard)
WC(waist circumference)≥90cm in men or
WC ≥85cm in women

Hypertension
SBP(systolic blood pressure)≥130mmHg or
DBP(diastolic blood pressure)≥85mmHg or
antihypertensive medication use

Low HDL-C
cholesterolemia

HDL-C<40mg/dl for males or
HDL-C<50mg/dl for females or
current anti-dyslipidemic medication use

Hypertriglyceridemia
TG(triglyceride)≥150mg/dl or
current anti-dyslipidemic medication use

Impaired
fasting glucose

FBS(fasting blood sugar)≥100mg/dl or
glucose lowering medication use

나. 독립변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혼밥’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제6기 1차년도(2013)

부터 기존 문항에서 동반대상을 확대하여 동반식사 여부와 동반대상(가족, 가

족이외)을 조사하였다. 제7기 1차년도(2016)부터는 식품섭취조사에서 동반식사

여부(혼자, 가족동반, 타인동반) 문항을 기존 조사에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영양조사 내 식생활조사항목 중 “최근 1년간 아침식사 / 점심식사 /

저녁식사를 할 때, 대체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질문항목에

‘예’, ‘아니오’, ‘비해당 (아침식사/ 점심식사/ 저녁식사빈도 주 2회이하)’으로

응답한 사람들을 조합하여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 중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비해당’으로 응답한 식사 빈도 주2회 이하의 대상자(1명)는 연구 설계단계에

서 제외 시켰다. 모든 독립변수는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를 기준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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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정, 구성하였다. 각 독립변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혼밥수준은 하루 동안 시행하는 혼밥의 횟수로 ‘0끼혼밥(동반식사)’의 경우

하루 동안 혼밥을 전혀 하지 않고, 3끼 동반식사를 하거나 또는 결식을 포함

한 동반식사를 하는 경우를 뜻하며 이후 혼밥 시행 횟수에 따라 ‘1끼혼밥’, ‘2

끼혼밥’, ‘3끼혼밥’로 정의하였다.

혼밥종류는 혼밥수준의 하위 개념으로 혼밥을 하는 횟수 및 혼밥을 하는 시

기를 고려하여 정의하였다. 동반식사를 하는 ‘0끼혼밥’부터 ‘아침 1끼혼밥’, ‘점

심 1끼혼밥’, ‘저녁 1끼혼밥’, ‘아침-점심 2끼혼밥’, ‘아침-저녁 2끼혼밥’, ‘점심-

저녁 2끼혼밥’, 그리고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으로 구성하였다.

Figure 3. Eating alone (“Hon-Bab”) defi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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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원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AS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

용하였다. 유의수준 P-value가 0.05이하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설계는 2단계 층화집락표본설계 (two-stage stratif

ied cluster sampling)를 이용하여 추출하므로 질병관리본부는 자료분석 시 복

합표본설계 (complex sampling) 내용을 반영하도록 권고한다(질병관리본부, 2

019a). 이에 따라 층화변수는 분산추정층, 집락변수는 조사구, 가중치는 건강

설문 및 검진 통합가중치를 고려하여 Survey procedure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연속형 변수의 경우 평균값과 표준 오차로, 범주형 변수의 경우

가중치를 적용한 분율로 제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분석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 비교는 T-test 검정을 이용하였

고, 세 집단 이상의 차이 비교는 ANOVA 검정을 실시하여 집단의 유의한 차

이유무를 확인하였다. ANOVA검정 이후 Bonferroni 교정을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범주형변수의 집단 간 차이분석은 Rao-scott chi-square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Survey multivariable lo-

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선형회귀분석(Survey multiple linear re-

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회귀계수

(Beta±standard error)와 P-value를 각각 산출하였다. 또한 혼란변수를 보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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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계별 보정통계모델 및 보정된 오즈비(Adjusted Odds Ratio, A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 회귀계수(Beta±standard error)와

P-value를 각각 산출하였다. 이후 성별 혼밥수준과 하부그룹별 기준변수간 통

계적으로 유의한 상호 작용 유무를 바탕으로 하부그룹분석을 시행, 집단별 유

의한 관련성 정도를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은 남자와 여자로 성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혼밥 시행횟수와 성별간 adjusted wald test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을 반영하였다(Kwon et al., 2018). 본 연구의 데이터에도 독립

변수인 혼밥수준과 성별간 adjusted wald test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

가 관찰되어(P-value<.0001) 성별이 혼밥횟수에 effect modifier로 작용한다고

판단되므로 성별을 나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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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국성인 남녀의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들을 표 2, 표 3,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자는 총 4,673명, 남성

은 2,024명, 여성은 2,649명으로 여성이 625명 더 많았다. 분석대상자의 평균연

령과 연령별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남자의 평균연령은 46.14±0.56세, 여자

의 평균연령은 48.07±0.51세로 여자의 평균연령이 더 높았다. 남녀 모두 50~64

세의 연령대가 전체대상자의 각각 25.64%, 28.11%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Table 2. Age distribution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Male(N=2,024) Female(N=2,649)

Mean± Standard error P-value
Age (years)

Age 46.14 0.56 48.07 0.51 0.0005
Age group (years)

N (weighted %)
19-29 245 (18.94) 268 (16.37)

0.0115
30-39 290 (18.87) 374 (16.28)
40-49 336 (21.01) 538 (21.15)
50-64 603 (25.64) 789 (28.11)
65≥ 550 (15.54) 68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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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성별 혼밥행위 분포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혼밥수준의 경우

남자는 52.62%인 1,094명이 혼밥을 전혀 하지 않는 즉, 동반식사를 하였고, 1

끼혼밥은 29.25%인 539명, 2끼혼밥은 12.07%인 247명, 3끼혼밥은 6.06%인 144

명이었다. 여자는 39.99%인 1,097명이 혼밥을 전혀 하지 않았고, 1끼혼밥은

32.74%인 793명, 2끼혼밥은 18.41%인 473명, 3끼혼밥은 8.86%인 286명이었다.

혼밥종류의 경우 0끼혼밥을 제외하고 남자의 경우 아침 1끼혼밥을 15.17%인

265명이 가장 많이 하는 반면, 여자는 점심 1끼혼밥을 16.03%인 419명이 가장

많이 하였다. 성별 간 혼밥수준에는 차이가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혼밥을

더 많이 하였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Table 3. Gender distribution for eating alone

Variable
Male(N=2,024) Female(N=2,649)

P-value
N (weighted %)

Eating alone grad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1,094 (52.62) 1,097 (39.99) <.0001
Eating alone 1 time 539 (29.25) 793 (32.74)
Eating alone 2 times 247 (12.07) 473 (18.41)
Eating alone 3 times 144 (6.06) 286 (8.86)
Kind of eating alon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1094 (52.62) 1097 (39.99) <.0001
1 time of Breakfast (B) 265 (15.17) 251 (11.44)
1 time of Lunch (L) 171 (8.36) 419 (16.03)
1 time of Dinner (D) 103 (5.72) 123 (5.26)
2 times of B&L 64 (3.05) 190 (7.96)
2 times of B&D 86 (4.21) 163 (5.45)
2 times of L&D 97 (4.81) 120 (5.01)
3 times of B&L&D 144 (6.06) 286 (8.86)



- 18 -

연구대상자의 성별 대사증후군 분포는 표 4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남자는

34%인 782명이, 여자는 25.49%인 838명이 대사증후군 유병자로 성별 간 차이

가 있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았다. (P-value<.0001) 대사증후군의 5가지 세부질환- 복부비만, 고혈압, 저 H

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혈당장애에 대한 유병률에서 남자는 고중

성지방혈증이 44.89%인 947명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은 반면, 여자는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이 50.01%인 1,458명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성별 대사증후군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남자

는 평균 1.86±0.04점인 반면, 여자는 평균 1.51±0.04 점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

해 대사증후군 점수가 평균 0.35점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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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nder distribution for metabolic syndrome (MetS)

Variable
Male(N=2,024) Female(N=2,649)

P-value
N (weighted %)

MetS prevalence
MetS 782 (34.00) 838 (25.49) <.0001
Prevalence by MetS components
Abdominal Obesity 655 (32.08) 673 (21.45) <.0001
Hypertension 739 (30.09) 753 (21.43) <.0001
Low HDL-C
Cholesterolemia 885 (40.24) 1458 (50.01) <.0001

Hypertriglyceridemia 947 (44.89) 932 (30.99) <.0001
Impaired
fasting glucose

911 (39.13) 816 (26.93) <.0001

MetS score
Mean ± Standard error

Score 1.86 0.04 1.51 0.04 <.0001

Figure 4. Graphs of gender distribution for M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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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표 5에 제시하였다. 남자의 경우 혼밥수준별

평균 연령에 차이가 있었는데 1끼혼밥군은 평균 44.04±0.75세로 가장 연령이

낮은 반면, 3끼혼밥군은 평균 53.61±1.78세로 가장 연령이 높았고, 여자도 남자

와 마찬가지로 1끼혼밥군은 평균 44.73±0.69세로 가장 연령이 낮은 반면, 3끼

혼밥군은 평균 61.05±1.44세로 연령이 가장 높았다. 여자가 남자보다 혼밥수준

별 평균연령이 더 높았고, 남녀 모두 혼밥수준별 평균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P-value<.0001) 연령대분포에서 남녀 모두 65세 이상

연령그룹의 3끼혼밥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남자는 34.36%인 70명이, 여자는 4

8.99%인 168명이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교육수

준에서 남녀 모두 3끼혼밥군의 대졸이상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각 21.2

8%, 21.40%로 가장 낮은 반면, 남자는 고졸이하 교육이수자가 47.19%, 여자는

중졸이하 이수자가 56.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녀 모두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 대비 3끼혼밥군에서 교육수준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경제활동에서 남녀 모두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경제활동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방향으로 감소하였다.

(P-value<.0001) 가족구성원수가 1명과, 4명이상의 경우 혼밥수준이 상승할수

록 혼밥대상자가 가족구성원 1명에선 정방향으로 증가하였으나, 가족구성원 4

명이상에서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남녀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P-value<.0001)

연구대상자들의 건강행동적특성으로 삶의 질과, 신체활동수준, 음주상태를

알아보았다. 삶의 질에서 남녀 모두 3끼혼밥군의 EQ-5D index가 가장 낮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신체활동수준의 경우 남자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저강도수준의 해당비율이 감소하나, 그 외 중강도 및

고강도수준에서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고, (P-value=0.0036) 여자는 혼밥

수준별 신체활동수준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경향성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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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없었다. (P-value=0.0025) 음주상태에서 남녀 모두 적절음주군의 비율

이 가장 높았다. 남자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고위험음주비율이 역방향으로

감소하였으나, (P-value=0.0017) 여자의 경우 혼밥수준과 음주상태에 대한 경

향성을 관찰 할 수 없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식생활관련특성으로 1일 에너지 섭취량과, 외식 빈도, 식생

활형편을 알아보았다. 1일 에너지 섭취량에서 남녀 모두 혼밥수준별 섭취량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value=0.0002) 남자의 경우 2끼혼밥

군의 섭취량이 1977.9±59.83Kcal로 가장 낮은 반면, 여자는 3끼혼밥군이

1457.78±41.39Kcal로 가장 낮았다. 외식빈도는 남녀 모두 혼밥수준과 외식빈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value<.0001) 남녀 모두 외식빈도가

‘상’인 그룹에서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외식대상자의 분포비율이 역방향으로

감소하였다. 식생활형편에서 남녀 모두가 대다수 ‘충분하다’로 응답하였고 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9, <.0001) 여자의 경우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식생활형편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포비율이 역방향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식생활형편이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포비율이

정방향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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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variable

Men (N=2,024) Women (N=2,649)
Eating together

only
(N=1,094)

Eating alone
1 time
(N=539)

Eating alone
2 times
(N=247)

Eating alone
3 times
(N=144)

　
Eating together

only
(N=1,097)

Eating alone
1 time
(N=793)

Eating alone
2 times
(N=473)

Eating alone
3 times
(N=286)

　

　 Mean ± Standard error P-value　 Mean ± Standard error P-value　
Age (years)
Age 46.18 0.68 44.04 0.75 47.33 1.34 53.61 1.78 <.0001 46.58 0.67 44.73 0.69 51.00 0.92 61.05 1.44 <.0001

N (weighted %) N (weighted %) 　
Age group (years)
19-29 120 (17.06) 78 (21.07) 31 (21.77) 16 (19.38)

<.0001

121 (18.24) 99 (19.30) 39 (11.95) 9 (6.38)

<.0001

30-39 164 (19.76) 91 (21.19) 28 (14.56) 7 (8.47) 180 (19.10) 143 (19.01) 40 (10.23) 11 (6.01)
40-49 202 (24.28) 100 (21.01) 30 (14.85) 4 (4.87) 229 (21.05) 196 (23.19) 93 (23.07) 20 (10.04)

50-64 292 (22.75) 175 (26.41) 89 (32.77) 47 (32.92) 311 (24.94) 243 (29.12) 157 (32.97) 78 (28.58)

65≥ 316 (16.15) 95 (10.32) 69 (16.05) 70 (34.36) 256 (16.67) 112 (9.38) 144 (21.78) 168 (48.99)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292 (16.92) 105 (12.88) 79 (24.67) 64 (31.53)

<.0001

366 (24.93) 198 (19.53) 187 (30.15) 189 (56.88)

<.0001High
school
graduate

338 (34.73) 184 (35.25) 83 (34.57) 50 (47.19) 326 (31.40) 252 (34.29) 141 (31.43) 55 (21.72)

≥College
graduate 464 (48.35) 250 (51.87) 85 (40.76) 30 (21.28) 405 (43.67) 343 (46.18) 145 (38.42) 42 (21.40)

Economic activity
Yes 817 (80.01) 401 (75.41) 151 (66.38) 59 (46.43)

<.0001
676 (62.31) 422 (55.50) 209 (44.38) 113 (41.44)

<.0001
No 277 (19.99) 138 (24.59) 96 (33.62) 85 (53.57) 421 (37.69) 371 (44.50) 264 (55.62) 173 (58.56)

No. of Family members in a household

1 44 (5.64) 64 (12.43) 69 (21.76) 73 (41.45)

<.0001

28 (2.82) 50 (5.26) 124 (17.05) 157 (39.85)

<.0001
2 411 (27.11) 148 (19.68) 68 (22.50) 33 (20.63) 366 (24.91) 214 (22.97) 126 (27.84) 65 (23.92)

3 277 (27.21) 145 (29.46) 56 (29.55) 21 (19.77) 292 (29.46) 237 (31.86) 116 (29.09) 37 (21.75)

≥4 362 (40.04) 182 (38.43) 54 (26.19) 17 (18.15) 411 (42.81) 292 (39.91) 107 (26.02)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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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variable

Men (N=2,024) Women (N=2,649)

Eating together
only

(N=1,094)

Eating alone
1 time
(N=539)

Eating alone
2 times
(N=247)

Eating alone
3 times
(N=144)
　

Eating together
only

(N=1,097)

Eating alone
1 time
(N=793)

Eating alone
2 times
(N=473)

Eating alone
3 times
(N=286)

　

　 Mean ± Standard error P-value　 Mean ± Standard error P-value　

Quality of life (EQ-5D index)
EQ-5D

index
0.97 0.00 0.98 0.00 0.95 0.01 0.93 0.01 <.0001 0.95 0.00 0.96 0.00 00.94 0.01 0.89 0.01

　

<.0001
Total daily energy intake (Kcal/day)

Kcal 2258.36 30.28 2238.27 41.08 1977.90 59.83 2172.17 91.63 0.0002 1648.39 20.73 1663.14 32.53 1601.62 34.69 1457.78 41.39 0.0002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Physical activity grade (by MET-minutes per week)

Low 498 (45.08) 232 (39.46) 104 (35.61) 56 (31.97)

0.0036

611 (53.49) 370 (44.27) 229 (43.51) 161 (52.96)

0.0025Middle 487 (44.78) 236 (46.82) 108 (45.84) 70 (52.50) 424 (40.50) 353 (46.25) 211 (49.15) 105 (39.59)

High 109 (10.14) 71 (13.72) 35 (18.55) 18 (15.53) 62 (6.01) 70 (9.48) 33 (7.34) 20 (7.45)

Alcohol consumption

Never 46 (2.89) 17 (2.45) 18 (7.18) 11 (7.08)

0.0017

157 (10.83) 95 (10.07) 86 (15.02) 80 (24.66)

<.0001
Former 144 (10.87) 59 (9.09) 45 (14.87) 23 (13.61) 181 (14.10) 124 (13.51) 86 (16.52) 75 (25.24)

Current 689 (64.41) 356 (68.02) 141 (61.29) 95 (68.12) 692 (67.41) 544 (73.13) 281 (64.09) 121 (46.94)
High risk-

drinking
215 (21.83) 107 (20.44) 43 (16.66) 15 (11.19) 67 (7.66) 30 (3.29) 20 (4.37) 10 (3.16)

Weekly eating out

Low 224 (13.32) 83 (11.32) 79 (27.48) 66 (37.96)

<.0001

336 (24.34) 207 (22.50) 176 (31.92) 152 (46.74)

<.0001Medium 274 (21.15) 150 (25.86) 73 (28.79) 53 (38.14) 366 (34.51) 364 (44.38) 203 (47.19) 118 (44.95)

High 596 (65.53) 306 (62.82) 95 (43.73) 25 (23.90) 395 (41.15) 222 (33.12) 94 (20.89) 16 (8.31)

Food security

Sufficient 1069 (97.80) 529 (98.37) 230 (95.34) 133 (92.77)
0.0019

1084 (99.23) 772 (97.75) 452 (96.64) 269 (94.39)
<.0001

Insufficient 25 (2.20) 10 (1.63) 17 (4.66) 11 (7.23) 13 (0.77) 21 (2.25) 21 (3.36) 17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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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 빈도

가. 남성에서의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빈도

남자 대상자의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빈도를 표 6

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

후군 5가지 세부질환별 유병률과 대사증후군 점수를 비교하였다.

대사증후군 경우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value=0.9721, 0.3459) 대사증후군의 세부질환인 복부비만도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value=0.4042, 0.1049) 고혈압은 혼밥수준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P-value=0.0519)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value=0.0342)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군의 고

혈압 유병률은 41.64%로 혼밥종류 중 유병률이 가장 높았지만, 혼밥종류에 따

른 경향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경우 혼밥수준 및 혼

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value=0.3078,

0.1317) 고중성지방혈증도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P-value=0.7934, 0.5867) 혈당장애도 마찬가지로 혼밥

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value=0.1103, 0.1843) 대사증후군 점수도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라 평

균점수는 각각 달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value=0.4774,

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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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and MetS & MetS components prevalence & MetS score in men

variable
MetS Abdominal obesity Hypertension Low HDL-C cholesterolemia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Eating alone grade (per day)
0 time 423 (34.67) 0.9721 356 (32.38) 0.4042 396 (28.93) 0.0519 463 (38.96) 0.3078
1 time 203 (33.94) 183 (33.78) 180 (29.86) 231 (39.96)
2 times 95 (32.62) 70 (26.91) 91 (31.31) 124 (46.37)
3 times 61 (33.86) 46 (31.64) 72 (41.64) 67 (40.49)
Kind of eating alon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423 (34.37) 0.3459 356 (32.38) 0.1049 396 (29.83) 0.0342 463 (38.96) 0.1317

1 time of B* 96 (32.35) 82 (30.31) 79 (27.45) 117 (41.20)
1 time of L* 74 (42.22) 68 (43.63) 71 (36.87) 77 (44.54)
1 time of D* 33 (26.08) 33 (28.62) 30 (22.96) 37 (30.00)
2 times of B-L** 23 (31.48) 16 (26.19) 26 (36.07) 25 (36.90)
2 times of B-D** 32 (32.71) 20 (23.44) 32 (30.78) 42 (46.21)
2 times of L-D** 40 (33.26) 34 (30.39) 33 (28.76) 57 (52.52)
3 times of
B-L-D***

61 (33.86) 46 (31.64) 72 (41.64) 67 (40.49)

*B; Breakfast, L: Lunch, D: Dinner **B-L; Breakfast & Lunch, B-D: Breakfast & Dinner, L-D: Lunch & Dinner ***B-L-D: Breakfast & Lunch &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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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variable
Hypertriglyceridemia Impaired fasting glucose MetS score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Mean ± standard error P-value

Eating alone grade (per day)
0 time 507 (45.29) 0.7934 515 (41.03) 0.1103 1.87 0.05 0.4774
1 time 252 (43.36) 222 (36.37) 1.83 0.08
2 times 119 (44.95) 102 (35.13) 1.85 0.11
3 times 69 (48.63) 72 (43.93) 2.06 0.14

Kind of eating alon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507 (45.29) 0.5867 515 (41.03) 0.1843 1.87 0.05 0.1046

1 time of B* 128 (46.00) 103 (34.59) 1.80 0.11
1 time of L* 81 (44.87) 80 (41.86) 2.12 0.13
1 time of D* 43 (34.16) 39 (33.07) 1.49 0.16
2 times of B-L** 31 (49.12) 32 (59.28) 1.89 0.20
2 times of B-D** 36 (40.45) 34 (38.59) 1.79 0.19
2 times of L-D** 52 (46.24) 36 (28.54) 1.86 0.14
3 times of
B-L-D***

69 (48.63) 72 (43.93) 2.06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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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raphs of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and MetS

& MetS components prevalence & MetS score i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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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에서의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빈도

여자 대상자의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빈도를 표 7

과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여자 대상자도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대사증

후군 및 대사증후군 5가지 세부질환별 유병률과 대사증후군 점수를 비교하였

다. 전반적으로 여성에게서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

률과 대사증후군 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경향성도 관찰

할 수 있었다.

대사증후군 경우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반식사군 대비 1끼혼밥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55% 낮

았지만, 2끼혼밥군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7.75%로 동반식사군의 대사증후

군 유병률인 23.34%를 역전하였고, 3끼혼밥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47.9%로

증가,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value<.0001) 혼밥종류의 경우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군 제

외, 아침-저녁 2끼혼밥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33.82%로 혼밥종류 중 가장

유병률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복부비만에서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동반식사군 대비 1끼혼밥군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1.94%낮았지

만, 2끼혼밥군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22.78%로 동반식사군의 유병률인 20.

89%를 역전하였고, 3끼혼밥군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30.49%로 증가, 혼밥수준

이 상승할수록 복부비만의 유병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value=0.0061) 혼밥종류에서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군 제외, 점심-저녁

2끼혼밥군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26.84%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P-value=0.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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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의 경우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반식사군 대비 1끼혼밥군의 고혈압 유병률은 3.45% 낮았지

만, 2끼혼밥군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21.43%로 동반식사군의 유병률인 20.95%

를 역전하였고, 3끼혼밥군의 복부비만 유병률은 38.11%로 증가,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value<.0001) 혼밥종류에서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군을 제외, 아침-저녁

2끼혼밥군의 고혈압 유병률이 27.37%로 가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P-value<.0001)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다른 세부질환들과 달리 혼밥수준이 상승할

수록 유병률 또한 정방향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혼밥종류도 앞서 언급한 복부비만과 비슷하게 아침-점심-저

녁 3끼혼밥군을 제외, 점심-저녁 2끼혼밥군의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은 57.79%로 가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고중성지방혈증도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률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동반식사군 대비 1끼혼밥군에서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은

2.64% 낮았지만, 2끼혼밥군의 유병률은 35.14%로 동반식사군의 유병률인

28.43%를 역전하였고, 3끼혼밥군 경우 유병률이 53.17%로 증가,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고중성지방혈증의 유병률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value<.0001) 혼밥종류의 경우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군을 제외, 점심-저

녁 2끼혼밥군의 고중성지방혈증 유병률이 39.26%로 가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혈당장애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동반식사군 대비 1끼혼밥의 혈

당장애 유병률은 1.06% 낮았지만, 2끼혼밥에서 유병률이 29.41%로 동반식사군

의 유병률인 24.72%를 역전하였고, 3끼혼밥의 유병률은 43.89%로 증가, 혼밥

수준이 상승할수록 혈당장애 유병률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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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0001) 혼밥종류에서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을 제외, 아침-저녁 2

끼혼밥의 혈당장애 유병률은 36.52%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대사증후군 점수가 남성에게서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여성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동반식사군 대비 1끼혼밥군의 대사증후군 점수는 평균 0.07점 낮았지만, 2끼혼

밥군의 대사증후군 점수는 평균 1.62±0.09점으로 동반식사군의 점수인 평균

1.41±0.05점 역전하였고, 3끼혼밥군의 경우 대사증후군 점수가 평균 2.36±0.12

점으로 증가,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점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증가하였다. (P-value<.0001) 혼밥종류의 경우 아침-점심-저녁 3끼혼밥군

제외, 아침-저녁 2끼혼밥군의 대사증후군 점수가 평균 1.76±0.1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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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and MetS & MetS components prevalence & MetS score in women

variable
MetS Abdominal obesity Hypertension Low HDL-C cholesterolemia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Eating alone grade (per day)
0 time 320 (23.34) <.0001 271 (20.89) 0.0061 301 (20.95) <.0001 573 (45.96) <.0001
1 time 208 (20.79) 168 (18.95) 176 (17.50) 411 (47.75)
2 times 153 (27.75) 130 (22.78) 133 (21.43) 264 (53.25)
3 times 157 (47.90) 104 (30.49) 143 (38.11) 210 (69.93)

Kind of eating alon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320 (23.34) <.0001 271 (20.89) 0.0362 301 (20.95) <.0001 573 (45.96) <.0001

1 time of B* 51 (16.61) 46 (17.21) 47 (15.04) 120 (43.79)
1 time of L* 125 (23.26) 95 (19.34) 109 (20.50) 235 (51.83)
1 time of D* 32 (22.34) 27 (21.51) 20 (13.73) 56 (43.90)
2 times of B-L** 46 (23.98) 40 (19.64) 37 (15.82) 90 (48.07)
2 times of B-D** 64 (33.82) 48 (23.66) 58 (27.37) 99 (56.64)
2 times of L-D** 43 (27.12) 42 (26.84) 38 (23.78) 75 (57.79)
3 times of
B-L-D***

157 (47.90) 104 (30.49) 143 (38.11) 210 (69.93)

*B; Breakfast, L: Lunch, D: Dinner **B-L; Breakfast & Lunch, B-D: Breakfast & Dinner, L-D: Lunch & Dinner ***B-L-D: Breakfast & Lunch &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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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variable
Hypertriglyceridemia Impaired fasting glucose MetS score
N (weighted %) P-value N (weighted %) P-value Mean ± standard error P-value

Eating alone grade (per day)
0 time 360 (28.43) <.0001 314 (24.72) <.0001 1.41 0.05 <.0001
1 time 241 (25.79) 215 (23.66) 1.34 0.06
2 times 175 (35.14) 153 (29.41) 1.62 0.09
3 times 156 (53.17) 134 (43.89) 2.36 0.12

Kind of eating alon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360 (28.43) <.0001 314 (24.72) <.0001 1.41 0.05 <.0001

1 time of B* 63 (22.03) 54 (19.15) 1.17 0.09
1 time of L* 142 (29.56) 131 (27.45) 1.49 0.08
1 time of D* 36 (22.43) 30 (21.90) 1.23 0.13
2 times of B-L** 62 (34.74) 54 (27.84) 1.46 0.13
2 times of B-D** 59 (31.94) 64 (36.52) 1.76 0.13
2 times of L-D** 54 (39.26) 35 (24.18) 1.72 0.15
3 times of
B-L-D***

156 (53.17) 134 (43.89) 2.36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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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raphs of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and MetS

& Mets components prevalence & MetS score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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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회귀분석

가. 남성에서의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관련성

남자 대상자의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에 대한 관

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Survey특성을 반영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Surve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과 다중 선형 회귀분석

(Surve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

표 9, 표 10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인구사회학적특성변수, 건강행

동적특성변수, 식생활관련특성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

든 변수의 VIF가 5미만으로 변수제거 없이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표에 제시

한 Model 1은 연령을 보정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 추가하여 인구사회학

적특성변수들을 보정, Model 3은 Model 2에 추가하여 건강행동적특성변수들

을 보정, Model 4는 Model 3에 추가하여 식생활관련특성변수들을 추가 보정

한 최종분석모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시행한 모든 Model의

C-statistic 값은 모두 50%를 넘어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8은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혼밥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Model 1부터 Model 4까지 혼밥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고혈압,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유병교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혈당장애만 유일하게 동반식사군 대비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

은 0.70 (95%CI=0.49-0.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Model 2부터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사증후군 세부질환 중 유일하게 고중성지방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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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이 모든 Model에서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병교차비가 증가하는 경향성

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질환들은 혼

밥수준에 따른 유병교차비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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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ultivariable ORs (95% CI) for MetS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men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MetS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6 0.83-1.35 1.04 0.82-1.33 1.06 0.83-1.34 1.05 0.83-1.33

2 times 0.88 0.63-1.23 0.85 0.61-1.21 0.89 0.63-1.27 0.88 0.62-1.25
3 times 0.73 0.49-1.10 0.68 0.43-1.07 0.72 0.46-1.14 0.71 0.44-1.12

Abdominal obesity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7 0.84-1.36 1.05 0.83-1.34 1.07 0.84-1.36 1.06 0.83-1.35

2 times 0.77 0.54-1.10 0.75 0.75-1.50 0.77 0.53-1.12 0.78 0.54-1.14

3 times 0.95 0.60-1.50 0.91 0.56-1.48 0.93 0.57-1.52 0.93 0.58-1.52
Hypertension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16 0.89-1.53 1.17 0.89-1.55 1.18 0.90-1.55 1.18 0.90-1.55
2 times 1.05 0.74-1.49 1.06 0.75-1.50 1.11 0.73-1.59 1.04 0.72-1.48

3 times 1.19 0.80-1.77 1.19 0.76-1.86 1.30 0.82-2.06 1.18 0.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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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ntinued.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Low HDL-C cholesterolemia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10 0.87-1.40 1.08 0.84-1.37 1.09 0.85-1.40 1.09 0.85-1.39

2 times 1.33 0.96-1.84 1.32 0.94-1.85 1.33 0.94-1.88 1.30 0.92-1.84
3 times 0.88 0.59-1.31 0.85 0.55-1.30 0.86 0.55-1.34 0.87 0.56-1.36

Hypertriglyceridemia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95 0.75-1.22 0.95 0.74-1.23 0.96 0.75-1.24 0.96 0.74-1.24

2 times 0.97 0.71-1.32 1.02 0.75-1.40 1.07 0.78-1.47 1.07 0.78-1.46

3 times 1.02 0.68-1.53 1.14 0.71-1.81 1.19 0.75-1.90 1.17 0.73-1.87
Impaired fasting sugar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89 0.71-1.13 0.88 0.70-1.12 0.89 0.70-1.13 0.89 0.70-1.14
2 times 0.70 0.49-0.99 0.69 0.48-1.00 0.69 0.48-1.00 0.71 0.49-1.02

3 times 0.76 0.50-1.15 0.78 0.50-1.21 0.81 0.52-1.26 0.81 0.52-1.27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Model 3: Adjusted for the model 2 variables and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Model 4: Adjusted for the model 3 variables and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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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혼밥종류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대

사증후군과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동반식사군 대비 혼밥종류에 따른

유병교차비는 모든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복부비만의 경우 동반식사군 대비 점심 1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

부터 Model 4까지 각각 1.61 (95%CI=1.08-2.41), 1.52 (95%CI=1.01-2.30), 1.55

(95%CI=1.03-2.33), 1.57 (95%CI=1.04-2.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점심 1끼혼밥군 외 다른 혼밥종류들의 유병교차비는 모든 Model에서 1미만이

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동반식사군 대비 점심-저녁 2끼혼밥군의 유

병교차비는 Model 1부터 Model 4까지 각각 1.84 (95%CI=1.13-2.98), 1.81

(95%CI=1.09-2.99), 1.79 (95%CI=1.08-2.96), 1.68 (95%CI=1.02-2.77)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점심-저녁 2끼혼밥군 외 다른 혼밥종류의 유병교차

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에서 Model 1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던 동반식사군 대비 2끼혼밥군의

혈당장애 유병교차비를 표 9에서는 2끼혼밥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유병교차비

를 알아보았을 때, 점심-저녁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과 Model 2

가 0.56 (95%CI=0.34-0.93), 0.58 (95%CI=0.34-0.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

만 Model 3부터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혼밥종류

에서 유병교차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39 -

Table 9. Multivariable ORs (95% CI) for MetS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kind of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men

*B; Break fast, L: Lunch, D: Dinner **B-L; Breakfast & Lunch, B-D: Breakfast & Dinner, L-D: Lunch & Dinner ***B-L-D: Breakfast & Lunch & Dinner

Kind of eating-alon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MetS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1.00 0.75-1.35 0.97 0.72-1.30 0.98 0.73-132 0.99 0.74-1.33

1 time of L* 1.33 0.86-2.06 1.34 0.86-2.09 1.37 0.88-2.12 1.35 0.88-2.07

1 time of D* 0.86 0.56-1.32 0.84 0.55-1.29 0.85 0.55-1.30 0.84 0.55-1.29

2 times of B-L** 0.74 0.38-1.43 0.76 0.39-1.46 0.77 0.40-1.50 0.76 0.39-1.48

2 times of B-D** 0.87 0.53-1.41 0.83 0.51-1.37 0.88 0.53-1.45 0.88 0.53-1.45

2 times of L-D** 0.99 0.63-1.58 0.95 0.59-1.55 1.00 0.61-1.64 0.98 0.60-1.61

3 times of
B-L-D*** 0.73 0.49-1.11 0.69 0.44-1.09 0.73 0.46-1.16 0.72 0.45-1.15

Abdominal obesity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0.91 0.65-1.27 0.89 0.64-1.24 0.91 0.65-1.26 0.90 0.64-1.25

1 time of L* 1.61 1.08-2.41 1.52 1.01-2.30 1.55 1.03-2.33 1.57 1.04-2.39

1 time of D* 0.85. 0.55-1.31 0.90 0.57-1.40 0.90 0.58-1.41 0.90 0.57-1.42

2 times of B-L** 0.74 0.37-1.48 0.70 0.35-1.42 0.71 0.35-1.45 0.74 0.36-1.51

2 times of B-D** 0.64 0.36-1.14 0.64 0.36-1.14 0.66 0.37-1.18 0.66 0.37-1.18

2 times of L-D** 0.91 0.58-1.45 0.90 0.56-1.69 0.92 0.56-1.52 0.98 0.60-1.60

3 times of
B-L-D*** 0.95 0.60-1.51 0.93 0.57-1.52 0.95 0.58-1.55 0.97 0.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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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ntinued.

Kind of eating-alon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Hypertension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1.10 0.78-1.57 1.12 0.79-1.61 1.12 0.79-1.59 1.16 0.81-1.65

1 time of L* 1.32 0.85-2.03 1.28 0.83-1.96 1.29 0.83-2.00 1.22 0.79-1.90

1 time of D* 1.10 0.68-1.77 1.15 0.70-1.88 1.18 0.70-1.96 1.17 0.70-1.96

2 times of B-L** 1.10 0.59-2.05 1.11 0.59-2.07 1.13 0.59-2.19 1.02 0.54-1.94

2 times of B-D** 1.00 0.59-1.72 1.04 0.62-1.76 1.09 0.64-1.85 1.09 0.64-1.87

2 times of L-D** 1.05 0.62-1.81 1.03 0.60-1.78 1.10 0.63-1.95 1.00 0.55-1.78

3 times of
B-L-D*** 1.20 0.80-1.78 1.19 0.76-1.87 1.31 0.82-2.07 1.18 0.74-1.90

Low HDL-C cholesterolemia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1.17 0.87-1.58 1.13 0.83-1.53 1.15 0.85-1.55 1.16 0.86-1.56

1 time of L* 1.21 0.80-1.83 1.22 0.80-1.85 1.23 0.80-1.88 1.20 0.79-1.82

1 time of D* 0.80 0.49-1.30 0.77 0.46-1.31 0.78 0.46-1.32 0.77 0.45-1.30

2 times of B-L** 0.82 0.42-1.58 0.82 0.43-1.56 0.82 0.43-1.59 0.81 0.41-1.62

2 times of B-D** 1.30 0.80-2.12 1.29 0.78-2.13 1.34 0.80-2.23 1.34 0.81-2.21

2 times of L-D** 1.84 1.13-2.98 1.81 1.09-2.99 1.79 1.08-2.96 1.68 1.02-2.77

3 times of
B-L-D*** 0.88 0.60-1.32 0.85 0.55-1.32 0.86 0.55-1.35 0.87 0.55-1.37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Model 3: Adjusted for the model 2 variables and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Model 4: Adjusted for the model 3 variables and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 41 -

Table 9. Continued.

Kind of eating-alon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Hypertriglyceridemia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1.07 0.78-1.46 1.03 0.75-1.42 0.89 0.58-1.36 1.04 0.75-1.45

1 time of L* 0.96 0.63-1.46 0.96 0.62-1.48 1.15 0.86-1.53 0.94 0.61-1.46

1 time of D* 0.69 0.45-1.07 0.76 0.49-1.18 0.78 0.47-1.29 0.78 0.50-1.21

2 times of B-L** 1.09 0.60-2.00 1.11 0.60-2.07 1.29 0.86-1.93 1.09 0.57-2.06

2 times of B-D** 0.80 0.47-1.35 0.83 0.49-1.43 0.65 0.42-1.01 0.89 0.52-1.53

2 times of L-D** 1.06 0.67-1.69 1.14 0.73-1.79 1.41 0.85-2.37 1.21 0.77-1.91

3 times of
B-L-D*** 1.03 0.68-1.54 1.12 0.71-1.79 1.30 0.83-2.05 1.15 0.72-1.85

Impaired fasting sugar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0.84 0.63-1.13 0.79 0.59-1.07 0.79 0.59-1.06 0.77 0.57-1.04

1 time of L* 0.93 0.60-1.43 1.04 0.67-1.63 1.08 0.68-1.69 1.13 0.72-1.77

1 time of D* 0.99 0.64-1.54 0.93 0.59-1.45 0.94 0.59-1.50 0.96 0.61-1.53

2 times of B-L** 0.77 0.41-1.45 0.85 0.44-1.66 0.83 0.44-1.60 0.86 0.45-1.66

2 times of B-D** 0.81 0.47-1.40 0.71 0.41-1.25 0.72 0.42-1.24 0.72 0.42-1.23

2 times of L-D** 0.56 0.34-0.93 0.58 0.34-0.99 0.58 0.34-1.01 0.62 0.36-1.07

3 times of
B-L-D*** 0.76 0.50-1.15 0.78 0.50-1.23 0.81 0.52-1.28 0.83 0.5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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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은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대사증후군점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으로 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 결과이다. 혼밥수준

의 경우 모든 Model에서 혼밥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대사증후군 점수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뿐더러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혼밥종류도 마

찬가지로 대사증후군점수 변화는 모든 Model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경향성도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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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alone and MetS score in me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Eating alone grade (per day)

0 tim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1 time 0.03 0.09 0.746 0.19 0.09 0.832 0.03 0.09 0.746 0.03 0.09 0.759

2 times -0.06 0.11 0.625 -0.06 0.11 0.631 -0.02 0.12 0.842 -0.03 0.12 0.770

3 times -0.03 0.13 0.787 -0.04 0.13 0.756 -0.02 0.14 0.988 -0.02 0.14 0.889

Kind of eating alon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1 time of B* 0.01 0.11 0.973 -0.02 0.11 0.859 -0.02 0.11 0.883 -0.01 0.11 0.924

1 time of L* 0.20 0.15 0.197 0.19 0.16 0.220 0.20 0.15 0.186 0.19 0.15 0.209

1 time of D* -0.16 0.15 0.296 -0.13 0.15 0.390 -0.11 0.15 0.467 -0.11 0.15 0.465

2 times of B-L** -0.11 0.20 0.574 -0.10 0.20 0.614 -0.10 0.20 0.616 -0.12 0.20 0.568

2 times of B-D** -0.13 0.18 0.488 -0.13 0.18 0.454 -0.09 0.18 0.616 -0.09 0.18 0.623

2 times of L-D** 0.05 0.13 0.734 0.05 0.14 0.738 0.09 0.14 0.553 0.08 0.14 0.588

3 times of
B-L-D*** -0.03 0.13 0.803 -0.04 0.14 0.793 0.01 0.14 0.981 -0.01 0.14 0.947

*B; Break fast, L: Lunch, D: Dinner **B-L; Breakfast & Lunch, B-D: Breakfast & Dinner, L-D: Lunch & Dinner ***B-L-D: Breakfast & Lunch & Dinner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Model 3: Adjusted for the model 2 variables and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Model 4: Adjusted for the model 3 variables and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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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에서의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관련성

여자 대상자의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에 대한 관

련성 분석결과를 표 11, 표 12, 표 13에 제시하였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

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Surve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alys

is)과 다중 선형 회귀분석(Surve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각 표에 제시된 Model 1은 연령을 보정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

추가하여 인구사회학적특성변수들을 보정, Model 3은 Model 2에 추가하여 건

강행동적특성변수들을 보정, Model 4는 Model 3에 추가하여 식생활관련특성

변수들을 추가 보정한 최종분석모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시행한 모든

Model의 C-statistic 값은 모두 50%를 넘어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11은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혼밥수준

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이다.

Model 1부터 Model 4까지 혼밥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고중성지방

혈증, 혈당장애 유병교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의 경우 2끼혼밥군과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Model 2에서 각각 0.66 (95%CI=0.46-0.95), 0.64

(95%CI=0.42-0.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Model 3부터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고, 최종 Model 4에서는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만 유일하게

0.65 (95%CI=0.46-0.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동반식사군 대비 모든 혼밥군의 유병교차비

가 1이상이나 혼밥수준 상승에 따른 유병교차비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

다. 이중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만 Model 1부터 Model 4까지 각각 1.54

(95%CI=1.06-2.25), 1.62 (95%CI=1.07-2.45), 1.60 (95%CI=1.05-2.4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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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CI=1.06-2.4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고중성지방혈증에서 혼밥수준이 상

승할수록 유병교차비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여

자도 고중성지방혈증에서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병교차비가 증가하는 경향

성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복부비만의 경우

남자는 혼밥수준에 따른 유병교차비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여자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복부비만의 유병교차비가 역방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질환들은

혼밥수준에 따른 유병교차비의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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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ultivariable ORs (95% CI) for MetS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women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MetS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4 0.81-1.34 1.04 0.80-1.35 1.05 0.81-1.37 1.05 0.81-1.37

2 times 0.95 0.71-1.28 0.95 0.70-1.28 0.95 0.70-1.29 0.94 0.69-1.29
3 times 1.22 0.81-1.83 1.18 0.73-1.90 1.17 0.73-1.89 1.15 0.71-1.87

Abdominal obesity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99 0.76-1.32 0.99 0.74-1.30 1.04 0.78-1.38 1.03 0.77-1.37

2 times 0.91 0.67-1.25 0.89 0.63-1.24 0.92 0.66-1.30 0.92 0.65-1.29

3 times 0.84 0.60-1.17 0.77 0.52-1.13 0.77 0.51-1.16 0.77 0.50-1.17
Hypertension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7 0.84-1.36 0.99 0.75-1.31 1.07 0.84-1.36 1.01 0.76-1.33
2 times 0.77 0.54-1.10 0.66 0.46-0.95 0.77 0.53-1.12 0.65 0.46-0.92

3 times 0.95 0.60-1.50 0.64 0.42-0.99 0.93 0.57-1.52 0.64 0.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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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Low HDL-C cholesterolemia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18 0.94-1.49 1.19 0.94-1.50 1.20 0.95-1.52 1.21 0.96-1.53

2 times 1.12 0.86-1.46 1.14 0.87-1.50 1.17 0.89-1.55 1.19 0.90-1.57
3 times 1.54 1.06-2.25 1.62 1.07-2.45 1.60 1.05-2.44 1.62 1.06-2.47

Hypertriglyceridemia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99 0.78-1.26 0.98 0.77-1.25 0.99 0.78-1.27 0.98 0.77-1.25

2 times 1.11 0.83-1.47 1.08 0.81-1.45 1.10 0.82-1.46 1.07 0.80-1.43

3 times 1.40 0.94-2.10 1.34 0.85-2.10 1.37 0.87-2.15 1.30 0.83-2.08
Impaired fasting sugar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9 0.84-1.42 1.09 0.83-1.43 1.10 0.84-1.45 1.09 0.82-1.44
2 times 1.02 0.75-1.38 1.01 0.75-1.37 1.02 0.75-1.38 1.00 0.73-1.36

3 times 1.12 0.78-1.61 1.08 0.72-1.63 1.08 0.72-1.63 1.05 0.69-1.59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Model 3: Adjusted for the model 2 variables and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Model 4: Adjusted for the model 3 variables and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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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혼밥종류

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 11과 마찬가지로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혈당장애의 유병

교차비는 모든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의 경우 표 11에서 2끼혼밥군과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이중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만 최종 Model 4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과 비교하여 표 12에서는 혼밥종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Model 2에서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만 0.64 (95%CI=0.41-0.99)

로 통계적으로 유일하게 유의하였다. 그 외 다른 혼밥종류에서 유병교차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표 11에서 3끼 혼밥군의 유병교차비만 유일

하게 모든 Model에서 통계적 유의했던 것과 비교하여 표 12에서 혼밥종류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을 때, 3끼 혼밥군과 함께 점심 1끼 혼밥군의 유병교차비

가 Model 1부터 Model 4까지 각각 1.33 (95%CI=1.04-1.70), 1.31 (95%CI=1.01

-1.69), 1.31 (95%CI=1.01-1.69), 1.33 (95%CI=1.03-1.7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그 외 다른 혼밥종류에서 유병교차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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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ultivariable ORs (95% CI) for MetS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kind of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women

Kind of eating-alon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MetS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0.91 0.60-1.39 0.91 0.59-1.38 0.92 0.61-1.41 0.94 0.62-1.44

1 time of L* 1.10 0.82-1.47 1.09 0.80-1.47 1.09 0.81-1.48 1.07 0.78-1.47

1 time of D* 1.14 0.63-2.06 1.19 0.65-2.19 1.21 0.66-2.23 1.23 0.66-2.30

2 times of B-L** 0.93 0.59-1.48 0.96 0.60-1.52 0.97 0.61-1.54 0.95 0.59-1.54

2 times of B-D** 0.93 0.65-1.52 0.97 0.62-1.52 0.97 0.62-1.53 0.99 0.63-1.54

2 times of L-D** 0.93 0.58-1.50 0.90 0.56-1.46 0.90 0.56-1.47 0.89 0.54-1.46

3 times of
B-L-D*** 1.22 0.81-1.83 1.18 0.73-1.91 1.18 0.73-1.91 1.16 0.71-1.89

Abdominal obesity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0.89 0.64-1.51 1.00 0.65-1.52 1.08 0.70-1.66 1.07 0.69-1.67

1 time of L* 0.95 0.67-1.34 0.90 0.63-1.28 0.93 0.65-1.33 0.92 0.64-1.32

1 time of D* 1.17 0.68-2.02 1.28 0.74-2.22 1.32 0.75-2.32 1.34 0.77-2.33

2 times of B-L** 0.84 0.55-1.29 0.84 0.54-1.32 0.89 0.57-1.39 0.87 0.55-1.36

2 times of B-D** 0.79 0.50-1.26 0.75 0.45-1.27 0.78 0.46-1.32 0.79 0.47-1.33

2 times of L-D** 1.20 0.74-1.97 1.14 0.68-1.92 1.16 0.69-1.96 1.17 0.70-1.96

3 times of
B-L-D*** 0.84 0.60-1.17 0.76 0.51-1.14 0.76 0.50-1.16 0.76 0.49-1.17

*B; Break fast, L: Lunch, D: Dinner **B-L; Breakfast & Lunch, B-D: Breakfast & Dinner, L-D: Lunch & Dinner ***B-L-D: Breakfast & Lunch &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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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inued.

Kind of eating-alon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Hypertension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1.02 0.69-1.51 0.98 0.66-1.46 1.03 0.69-1.55 1.05 0.71-1.57

1 time of L* 1.11 0.78-1.57 1.14 0.81-1.61 1.16 0.82-1.65 1.12 0.79-1.60

1 time of D* 0.66 0.32-1.35 0.62 0.30-1.30 0.63 0.30-1.34 0.62 0.29-1.33

2 times of B-L** 0.60 0.35-1.04 0.61 0.35-1.05 0.61 0.36-1.04 0.60 0.35-1.03

2 times of B-D** 0.73 0.46-1.15 0.62 0.37-1.03 0.64 0.38-1.07 0.65 0.39-1.09

2 times of L-D** 0.85 0.47-1.51 0.80 0.45-1.43 0.79 0.44-1.42 0.74 0.41-1.34

3 times of
B-L-D*** 0.74 0.51-1.08 0.64 0.41-0.99 0.66 0.43-1.03 0.64 0.41-1.00

Low HDL-C cholesterolemia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1.09 0.77-1.54 1.10 0.77-1.56 1.13 0.79-1.60 1.14 0.80-1.61

1 time of L* 1.33 1.04-1.70 1.31 1.01-1.69 1.31 1.01-1.69 1.33 1.03-1.73

1 time of D* 1.00 0.62-1.62 1.04 0.64-1.71 1.06 0.65-1.74 1.06 0.64-1.74

2 times of B-L** 0.95 0.67-1.35 0.96 0.68-1.37 0.99 0.69-1.41 1.01 0.70-1.46

2 times of B-D** 1.12 0.75-1.66 1.18 0.78-1.79 1.19 0.78-1.82 1.20 0.79-1.83

2 times of L-D** 1.50 0.91-2.47 1.50 0.89-2.52 1.56 0.92-2.64 1.59 0.94-2.67

3 times of
B-L-D*** 1.54 1.06-2.25 1.63 1.08-2.46 1.61 1.06-2.45 1.63 1.07-2.49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Model 3: Adjusted for the model 2 variables and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Model 4: Adjusted for the model 3 variables and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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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Continued.

Kind of eating-alone

(per day)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OR 95% CI AOR 95% CI AOR 95% CI AOR 95% CI

Hypertriglyceridemia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0.90 0.59-1.37 0.88 0.58-1.24 0.89 0.58-1.36 0.90 0.59-1.39

1 time of L* 1.13 0.84-1.51 1.13 0.85-1.51 1.15 0.86-1.53 1.11 0.82-1.51

1 time of D* 0.79 0.48-1.30 0.76 0.46-1.26 0.78 0.47-1.29 0.79 0.47-1.31

2 times of B-L** 1.23 0.82-1.83 1.28 0.85-1.91 1.29 0.86-1.93 1.27 0.83-1.92

2 times of B-D** 0.74 0.49-1.11 0.65 0.42-1.00 0.65 0.42-1.01 0.66 0.43-1.01

2 times of L-D** 1.45 0.86-2.43 1.38 0.82-2.33 1.41 0.85-2.37 1.36 0.82-2.28

3 times of
B-L-D*** 1.40 0.93-2.09 1.28 0.81-2.01 1.30 0.83-2.05 1.27 0.79-2.02

Impaired fasting sugar

Eating alone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of B* 0.82 0.60-1.43 0.90 0.57-1.40 0.92 0.59-1.42 0.93 0.60-1.43

1 time of L* 1.25 0.94-1.68 1.27 0.93-1.73 1.28 0.94-1.75 1.25 0.90-1.73

1 time of D* 0.96 0.55-1.68 0.97 0.56-1.70 0.97 0.55-1.71 0.97 0.55-1.71

2 times of B-L** 1.07 0.69-1.66 1.08 0.71-1.65 1.09 0.71-1.66 1.07 0.69-1.66

2 times of B-D** 1.18 0.81-1.72 1.16 0.77-1.75 1.17 0.78-1.77 1.18 0.78-1.77

2 times of L-D** 0.77 0.45-1.30 0.77 0.44-1.33 0.76 0.44-1.33 0.73 0.41-1.29

3 times of
B-L-D*** 1.12 0.78-1.61 1.09 0.72-1.64 1.08 0.71-1.65 1.06 0.6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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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은 혼밥수준 및 혼밥종류에 따른 대사증후군 점수변화를 파악하기 위

해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으로 한 다중 선형 회귀분석 결과이다. 남자와 마찬

가지로 혼밥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점수 변화의 경우 모든 Model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을뿐더러 경향성을 관찰할 수 없었다. 혼밥종류도 남자와 마

찬가지로 대사증후군점수 변화는 모든 Model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경향성 또한 관찰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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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alone and MetS score in wome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Eating alone grade (per day)

0 tim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1 time 0.02 0.65 0.697 0.02 0.06 0.748 0.04 0.06 0.526 0.04 0.06 0.549

2 times -0.02 0.08 0.738 -0.04 0.08 0.571 -0.02 0.08 0.755 -0.03 0.08 0.694

3 times 0.19 0.11 0.074 0.10 0.12 0.421 0.09 0.12 0.429 0.08 0.12 0.496

Kind of eating alone (per day)

Eating alone
0 tim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reference

1 time of B* -0.04 0.09 0.698 -0.04 0.09 0.692 -0.005 0.09 0.957 0.01 0.09 0.982

1 time of L* 0.10 0.07 0.169 0.09 0.07 0.230 0.098 0.07 0.164 0.09 0.08 0.215

1 time of D* -0.07 0.13 0.601 -0.06 0.14 0.659 -0.047 0.14 0.731 -0.04 0.14 0.747

2 times of B-L** -0.11 0.12 0.326 -0.09 0.11 0.432 -0.065 0.11 0.559 -0.07 0.11 0.560

2 times of B-D** -0.05 0.11 0.632 -0.12 0.11 0.283 -0.098 0.11 0.373 -0.10 0.11 0.378

2 times of L-D** 0.16 0.12 0.195 0.11 0.12 0.391 0.119 0.12 0.330 0.11 0.12 0.378

3 times of
B-L-D*** 0.19 0.11 0.071 0.09 0.12 0.436 0.089 0.12 0.447 0.08 0.12 0.487

*B; Break fast, L: Lunch, D: Dinner **B-L; Breakfast & Lunch, B-D: Breakfast & Dinner, L-D: Lunch & Dinner ***B-L-D: Breakfast & Lunch & Dinner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Model 3: Adjusted for the model 2 variables and alcohol consumption,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Model 4: Adjusted for the model 3 variables and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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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혼밥수준과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하부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부그룹별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유병에 대한 관련성

분석결과를 표 14, 표 15, 표 16, 표 17에 제시하였다. 하부그룹은 성별 인구사

회학적, 건강행동적, 식생활관련 특성별 하부그룹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하부그룹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하부그룹변수와 혼밥수준 간 유

의한 상호 작용 유무를 확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 작용이 있는 경

우만 하부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혼밥종류에 대하여 하부그룹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sparse data bias

가 관찰되었고, 혼밥수준과 대사증후군 점수 간 다중선형 회귀분석의 경우 모

든 하부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 작용이 없었기에 제외하였다. 각 표

에 제시한 Model 1은 연령을 보정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 추가하여 인

구사회학적특성, 건강행동적특성, 식생활관련특성 변수들을 추가 보정한 최종

분석모형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시행한 모든 모델의 C-statistic 값은 모

두 50%를 넘어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표 14는 여자 결혼상태 그룹에서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

으로 하였을 때 혼밥수준에 따른 복부비만을 제외한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

별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대사증후군의 경우 미혼집단만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과 Model

2 각각 0.16 (95%CI=0.03-0.86), 0.02 (95%CI=0.01-0.4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 외 집단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혈압의 경우 유배우자집단만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과 Model

2 각각 0.55 (95%CI=0.34-0.88), 0.54 (95%CI=0.34-0.8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 그 외 집단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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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미혼집단에서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은 2.04 (95%CI=0.94-4.4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Model 2

에서는 2.53 (95%CI=1.13-5.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별거∙사별∙이혼집

단에서 1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는 Model 1과 Model 2 각각 2.54 (95%CI=1.24

-5.20), 2.90 (95%CI=1.42-5.91),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는 Model 1과 Model

2 각각 2.15 (95%CI=1.13-4.07), 2.26 (95%CI=1.13-4.54), 3끼혼밥군의 유병교

차비는 Model 1과 Model 2 각각 2.96 (95%CI=1.47-5.97), 3.10 (95%CI=1.31-

7.34)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유배우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별거∙사별∙이혼집단에서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

가 Model 1은 1.80 (95%CI=1.00-3.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Model 2

에서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

는 Model 1과 Model 2 각각 2.91 (95%CI=1.58-5.35), 2.27 (95%CI=1.09-4.7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 외 집단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혈당장애의 경우 별거∙사별∙이혼집단의 1끼혼밥군 유병교차비가 Model 1

과 Model 2 각각 2.32 (95%CI=1.04-5.16), 2.27 (95%CI=1.07-4.83)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고, 그 외 집단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56 -

Table 14. Multivariable ORs (95% CI) for MetS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female subgroup analysis
; 1. marital status (N=2,647)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1 .MetS
Unmarried (N=330)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51 0.38-6.06 1.56 0.33-7.44
2 times 0.16 0.03-0.86 0.02 0.01-0.46
3 times 1.77 0.21-14.70 1.59 0.09-27.67
Separated∙widowed∙divorced (N=511)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36 0.64-2.89 1.27 0.58-2.47
2 times 1.22 0.62-2.42 1.00 0.48-2.06
3 times 1.76 0.90-3.45 1.42 0.61-3.32
Married (N=1,80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98 0.75-1.29 0.99 0.74-1.32
2 times 1.05 0.72-1.53 1.09 0.74-1.61
3 times 1.11 0.53-2.36 1.09 0.51-2.31
2. Hypertension
Unmarried(N=330)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61 0.08-4.61 0.52 0.08-3.27
2 times 0.32 0.06-1.68 0.11 0.01-2.82
3 times 1.10 0.16-7.76 2.01 0.09-45.75
Separated∙widowed∙divorced (N=511)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50 0.24-1.07 0.45 0.21-0.97
2 times 0.72 0.36-1.44 0.60 0.28-1.30
3 times 0.60 0.30-1.18 0.49 0.22-1.09
Married (N=1,80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13 0.84-1.52 1.16 0.86-1.56
2 times 0.55 0.34-0.88 0.54 0.34-0.88
3 times 0.59 0.31-1.11 0.58 0.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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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ntinued.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3. Low HDL-C cholesterolemia
Unmarried (N=330)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68 0.89-3.17 1.82 0.69-3.42
2 times 2.04 0.94-4.43 2.53 1.13-5.68
3 times 2.01 0.55-7.40 2.50 0.61-10.31
Separated∙widowed∙divorced (N=511)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2.54 1.24-5.20 2.90 1.42-5.91
2 times 2.15 1.13-4.07 2.26 1.13-4.54
3 times 2.96 1.47-5.97 3.10 1.31-7.34
Married (N=1,80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4 0.81-1.34 1.06 0.81-1.37
2 times 0.98 0.71-1.35 1.04 0.73-1.45
3 times 1.61 0.88-2.95 1.54 0.83-2.86
4. Hypertriglyceridemia
Unmarried (N=330)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89 0.75-4.77 1.73 0.56-5.42
2 times 1.16 0.39-3.46 0.72 0.20-2.57
3 times 2.84 0.43-18.59 2.77 0.30-25.61
Separated∙widowed∙divorced (N=511)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81 0.91-3.57 1.73 0.87-3.43
2 times 1.80 1.00-3.26 1.48 0.80-2.75
3 times 2.91 1.58-5.35 2.27 1.09-4.72
Married (N=1,80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88 0.67-1.16 0.88 0.66-1.15
2 times 1.19 0.83-1.70 1.19 0.82-1.74
3 times 1.37 0.73-2.58 1.35 0.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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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ontinued.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5. Impaired blood sugar
Unmarried (N=330)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81 0.22-3.05 0.77 0.17-3.53
2 times 0.21 0.04-1.16 0.21 0.03-1.56
3 times 1.42 0.22-9.27 1.62 0.17-15.21
Separated∙widowed∙divorced (N=511)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2.32 1.04-5.16 2.27 1.07-4.83
2 times 1.61 0.78-3.34 1.42 0.66-3.06
3 times 1.86 0.91-3.80 1.67 0.74-3.75
Married (N=1,80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0 0.75-1.32 1.00 0.73-1.35
2 times 1.08 0.74-1.57 1.05 0.73-1.53
3 times 0.96 0.50-1.82 0.96 0.51-1.80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 59 -

표 15는 남자 주중수면시간 그룹에서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

집단으로 하였을 때 혼밥수준에 따른 복부비만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이다.

주중수면시간 6시간미만/일 집단에서 1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는 Model 1과

Model 2 각각 1.88 (95%CI=1.02-3.45), 2.03 (95%CI=1.06-3.90)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는 Model 1은 2.69 (95%CI=0.96-7.5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Model 2에서는 3.83 (95%CI=1.20-12.23)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주중수면시간 6시간이상~8시간미만/일 집단에서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병

교차비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중수면시간 8시간 이상/일 집단에서도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병교차비

가 감소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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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Multivariable ORs (95% CI) for abdominal obesity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male subgroup analysis

; 2. weekday sleeping time (N=2,023)

Eating alone-

grade (per day)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 6 hours/day (N=273)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88 1.02-3.45 2.03 1.06-3.90
2 times 1.08 0.44-2.65 1.24 0.47-3.24
3 times 2.69 0.96-7.55 3.83 1.20-12.23
≥ 6hours/day and < 8hours/day(N=1,15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95 0.69-1.32 0.97 0.70-1.36
2 times 0.75 0.47-1.20 0.80 0.49-1.30
3 times 0.73 0.43-1.25 0.72 0.39-1.31
≥ 8 hours/day (N=594)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3 0.67-1.57 0.95 0.61-1.48
2 times 0.64 0.32-1.28 0.52 0.24-1.11
3 times 0.53 0.20-1.38 0.47 0.16-1.39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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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은 남녀 영양지식 그룹에서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

으로 하였을 때 혼밥수준에 따른 혈당장애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

과이다.

영양지식이 없는 집단에서 남자는 혼밥수준에 따른 유병교차비의 경향성이

없을뿐더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여자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병

교차비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만

Model 1과 Model 2 각각 2.37 (95%CI=1.29-4.36), 2.25 (95%CI=1.07-4.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그 외 다른 혼밥군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영양지식이 있는 집단에서 남자는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은

0.63 (95%CI=0.41-0.9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Model 2에서 0.65

(95%CI=0.42-1.00)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는 혼밥수준

이 상승할수록 유병교차비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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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ultivariable ORs (95% CI) for impaired blood sugar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gender subgroup analysis

; 3. nutritional knowledge (N=4,673)

Eating alone-

grade (per day)

Male (N=2,024) Female (N=2,649)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OR 95% CI AOR 95% CI
No (N=545) No (N=545)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9 0.68-1.75 1.03 0.62-1.71 1.48 0.76-2.88 1.47 0.74-2.89
2 times 0.96 0.55-1.67 0.84 0.46-1.53 1.57 0.84-2.92 1.53 0.74-3.15
3 times 1.04 0.50-2.15 1.03 0.43-2.49 2.37 1.29-4.36 2.25 1.07-4.73
Yes (N=1,479) Yes (N=2,104)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84 0.64-1.11 0.86 0.64-1.15 1.02 0.77-1.34 1.02 0.76-1.36
2 times 0.63 0.41-0.96 0.65 0.42-1.00 0.91 0.65-1.28 0.92 0.66-1.30
3 times 0.68 0.39-1.18 0.72 0.40-1.30 0.82 0.50-1.35 0.78 0.45-1.36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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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은 남녀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mean adequacy ratio, MAR) 그룹

에서 혼밥을 하지 않는 동반식사군을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혼밥수준에 따

른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및 고중성지방혈증 유병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

석 결과이다.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적정 MAR을 지키지 않는 집단에서 남녀 모

두 유병교차비가 1이상이었다. 남자는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은

1.68 (95%CI=1.07-2.6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Model 2는 1.58

(95%CI=0.93-2.70)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혼밥

군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병교차

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2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은 1.37 (95%CI=0.97-1.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Model 2

는 1.45 (95%CI=1.02-2.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끼혼밥군의 유병교차비

는 Model 1과 Model 2 각각 1.62 (95%CI=1.02-2.57), 1.71 (95%CI=1.02-2.8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적정 MAR을 지키는 집단에서 남녀 모두 저 HDL

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교차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 적정 MAR을 지키지 않는 집단에서 남자는 유병교

차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여자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

병교차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중 2끼혼밥군과 3끼혼밥

군의 유병교차비가 Model 1은 각각 1.46 (95%CI=1.02-2.08), 1.68 (95%CI=1.03

-2.7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Model 2에서 각각 1.43 (95%CI=0.98-2.09),

1.56 (95%CI=0.90-2.73)으로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적정 MAR

을 지키는 집단에서 남자는 혼밥수준이 상승할수록 유병교차비가 증가하는 경

향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여자는 2끼혼밥군에

서 유병교차비가 Model 1은 0.66 (95%CI=0.43-1.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Model 2는 0.60 (95%CI=0.38-0.94)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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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Multivariable ORs (95% CI) for low HDL-C cholesterolemia and hypertriglyceridemia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grade per day in gender subgroup analysis; 4. obeying to recommended MAR (N=4,673)

Eating alone-

grade (per day)

Male (N=2,024) Female (N=2,649)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OR 95% CI AOR 95% CI OR 95% CI AOR 95% CI
1. Low HDL-C cholesterolemia
No (N=967) No (N=1,66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33 0.91-1.94 1.35 0.90-2.03 1.24 0.94-1.63 1.29 0.97-1.71
2 times 1.68 1.07-2.64 1.58 0.93-2.70 1.37 0.97-1.93 1.45 1.02-2.05

3 times 1.28 0.75-2.19 1.23 0.66-2.29 1.62 1.02-2.57 1.71 1.02-2.86

Yes (N=1,057) Yes (N=983)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95 0.68-1.32 0.95 0.68-1.34 1.11 0.80-1.54 1.14 0.81-1.60

2 times 1.01 0.52-1.63 1.03 0.62-1.72 0.82 0.55-1.25 0.84 0.53-1.33
3 times 0.64 0.34-1.21 0.66 0.33-1.33 1.43 0.77-2.65 1.45 0.72-2.90

2. Hypertriglyceridemia
No (N=967) No (N=1,666)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1.02 0.72-1.45 1.02 0.71-1.46 1.12 0.82-1.53 1.14 0.84-1.55

2 times 0.91 0.60-1.37 0.97 0.62-1.49 1.46 1.02-2.08 1.43 0.98-2.09
3 times 0.82 0.42-1.62 0.82 0.38-1.78 1.68 1.03-2.75 1.56 0.90-2.73

Yes (N=1,057) Yes (N=983)

0 tim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reference)
1 time 0.90 0.65-1.26 0.94 0.67-1.32 0.79 0.55-1.13 0.77 0.52-1.14

2 times 1.06 0.68-1.64 1.14 0.70-1.84 0.66 0.43-1.03 0.60 0.38-0.94

3 times 1.23 0.72-2.10 1.57 0.87-2.86 0.99 0.53-1.85 0.93 0.47-1.85

Model 1: Adjusted for age
Model 2: Adjusted for the model 1 variable and education, family member, economic activity, physical activity grade(MET-minutes per week), quality of life(EQ-5D index),
total daily energy intakes(Kcal/day), weekly eating out, f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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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2차년도(2017)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한국성인 남녀 4,673명(남자 2,024명, 여자 2,649명)을 대상으로 혼밥행위

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대사증후군은 정확한 병리기전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인슐린저항을 통해 혈

당조절장애, 혈압상승, 중성지방 상승, HDL-C 콜레스테롤저하, 복부비만을 발

생하여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 질환 및 전체 사망률 증가의 원인이 되는 위

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관내피세포 기능장애, 체내염증증가와 이소성 지

방축적을 일으켜 대사이상 및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대사

증후군의 위험인자들은 복부비만, 인슐린저항, 신체활동 부족, 과도한 열량섭

취와 사회경제적 환경 및 심리적 요인 등이 있다(김선호 등, 2015). 인슐린저

항은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중요 위험인자로 당뇨병의 위험요인이자 다양한

대사경로와 연관하여 고 인슐린혈증이 발생하면 다른 질환의 발생위험성을 높

인다. 지속적으로 과도한 열량섭취와 신체활동 부족은 이소성 지방조직의 축

적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악화시킨다. 복부비만의 경우 인슐린저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지방조직에서 비-에스테르 지방산 배출을 증가하여 간

과 근육조직에 이소성 지방을 축적시킴으로써 인슐린 저항 및 이상지질혈증

등을 악화시킨다. 지방조직은 염증 및 혈전생성을 촉진시키는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반면, 인슐린 감수성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감소시킨다. 염증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과 진행을 악화시킨다(심재용 등, 2015).

혼자서 식사를 하는 행위인 ‘혼밥’은 개인적인 선호 이외에 사회구조적, 문

화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으로(류한소, 이민아, 2019), 혼밥이 건강에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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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발표되었다(류한소, 이민아, 2019;

송은경 등, 2017; Chae et al., 2018; Ishikawa et al., 2017; Jung and Kim, 201

9; Kim et al., 2018; Kong, Min and Min, 2019; Kwon et al., 2018; Li et al.,

2018; Rah et al., 2019, Reicks et al., 2019; Shirasawa et al., 2018; Son and

Kim, 2019; Tanaka et al.,2018; Tani et al., 2018). 즉, 혼밥은 정신적인 측면

에서 노인의 경우 사회적 고립의 수준을 높이고, 우울감을 높임으로써 정신건

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류한소, 이민아, 2019; Jung and Kim,

2019; Li et al., 2018; Tanaka et al.,2018), 삶의 질 저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송은경 등, 2017).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혼밥은 영양소섭취 및

섭취종류가 다양하지 않고(Chae et al., 2018),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스턴트 섭취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들 에서는 채소의 섭취비율이 낮은 등(Reicks et al., 2019; Ishikawa et al.,

2017; Tanaka et al., 2018)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내에서 발표된 선행연구들 중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

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혼밥이 대사증후군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

음을 주장하고 있다(김아린, 2018; Kim et al., 2018; Kwon et al., 2018; Rah et

al., 2019; Son et al., 2019).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최근 발표된 국

민건강영양조사 2017년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구글, 네이버, 다음의 뉴스섹션에서 혼밥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뉴스들이 발표된 시점이 2015년 이후였고, 이후 정부 및 민간단

체와 기업들에서 건강한 혼밥을 하기 위한 각종 심포지엄과 캠페인, 보건교육

등의 범사회적 접근 및 해결방안을 모색했던 시점이 2017년 이후라는 것을 감

안하였을 때, 최근 한국인에게 혼밥이 대사증후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의협신문, 2017; 중앙일보, 2017a; 중앙일보, 2017b).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최신자료인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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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2차년도인 2017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혼밥과 대사증후군간 관련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일 혼밥횟수, 배우자유무, 연령대등의

기초적인 하부그룹에서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적, 식생활관련 하부그룹을 설정하여 대사증

후군 및 세부질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영양조

사 식습관 항목 중 끼니별(아침/점심/저녁) 가족 및 가족 외 사람들과의 동반

식사여부 문항에서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를 혼밥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

에서는 혼밥안함, 혼밥1회/일, 혼밥2회이상/일로 분류하거나(Kwon et al.,

2018; 류한소, 이민아, 2019), 혼밥안함, 아침/점심/저녁 혼밥1회, 아침-점심/점

심-저녁/아침-저녁 혼밥2회, 아침-점심-저녁 혼밥3회로 분류(Kim et al.,

2018), 1회이상 혼밥을 하는 경우, 혼밥을 절대 안하는 경우(Son and Kim,

2019; 송은경 등, 2017) 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혼밥안함, 혼밥1회/일,

혼밥2회/일, 혼밥3회/일의 혼밥수준과, 혼밥수준의 하부개념으로 혼밥안함, 아

침/점심/저녁 혼밥1회, 아침-점심/점심-저녁/아침-저녁 혼밥2회, 아침-점심-저

녁 혼밥3회의 혼밥종류로 혼밥을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관심변수 외 통제변수들은 연령을 포함,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특성에 따라 인구사회적, 건강행동적, 식생활관련 변수로 분류하여 선정하

였다. 인구사회적변수로는 1인가구 및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가족구성원수와 경

제활동유무 그리고 교육수준을 선정하였고, 건강행동적변수로는 음주상태와 신

체활동수준, 삶의 질, 그리고 식생활관련변수로는 1일 에너지섭취량과 외식빈

도, 식생활형편으로 선정하였다. 성인에게서 혼자 살거나, 배우자가 없고, 교육

수준 및 소득이 낮을수록 혼밥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혼밥은 우울과 삶의 질

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는 연구와(송은경 등, 2017), 역학적으로 낮은 신체

활동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임을 보고한 선행연구가 있다(Saklaye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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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른 선행연구에서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통제변수

로 1일 에너지섭취량을 사용한 것에 착안하여 구성하였다(Kwon et al., 2018;

Son and Kim, 2019).

분석방법은 국민건강영양조사가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임을 반영

하여 Rao-Scott chi-square test, Survey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과

Survey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혼밥수준과 성별간의

adjusted wald test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와 관찰되어 성별을 나눠

분석하였다. 변수들의 분산확대인자(VIF)값은 모두 5 미만으로 변수들간 다중

공선성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 그리고 대사증후군점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Model 1부터 Model 4까지 단계별 분석을 하였다. Model 1은

연령만 보정하였고, Model 2는 Model 1에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를 추가로

보정, Model 3은 Model 2에 건강행동적 통제변수를 추가로 보정하였다.

Model 4는 Model 3에 식생활관련 통제변수를 보정한 최종분석모형이다.

본 연구의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과의 관련성은 남녀 다른 결

과가 나왔다. 혼란변수를 모두 통제한 최종분석모형에서 혼밥수준의 경우 남

자는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과의 관련성이 없었으나, 여자는 동반식사군 대

비 2끼혼밥군에서 고혈압의 유병교차비는 0.65 (95%CI=0.46-0.92)로 고혈압

유병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반면, 3끼혼밥군에서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유병교차비는 1.62 (95%CI=1.06-2.47)로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위

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혼밥종류의 경우 남자는 동반식사군 대비 점심1

끼 혼밥군에서 복부비만 유병교차비가 1.57 (95%CI=1.04-2.39)로 복부비만 유

병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점심-저녁 2끼혼밥군에서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

병교차비가 1.68 (95%CI=1.02-2.77)로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다. 여자는 동반식사군대비 점심 1끼혼밥군과 3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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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군에서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교차비는 각각 1.33 (95%CI=1.03-1.73),

1.63 (95%CI=1.07-2.49)으로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위험성이 높은 것으

로 나왔다.

이후 인구사회학적/건강행동적/식생활관련 하부그룹별 혼밥수준과 대사증후

군 및 세부질환별 관련성을 분석하였고, 혼란변수를 모두 통제한 최종분석모

형에서 하부그룹마다 혼밥행위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 유병교차비가 통계

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여자는 이혼∙별거∙사별집단, 영양지식이 없는

집단, 9대 영양소를 적정섭취하지 않는 집단에서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

중성지방혈증, 혈당장애의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미혼

집단, 유배우자집단, 9대영양소를 적정섭취 하는 집단에서 대사증후군,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남자는 주중수면

시간이 6시간미만/일 집단, 9대 영양소를 적정섭취하지 않는 집단에서 복부비

만과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반면,

영양지식이 있는 집단에서 혈당장애 유병위험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5년 데이터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혼밥을 안하

는 사람들 대비 남자 점심 1끼혼밥과 저녁 1끼혼밥이 대사증후군의 유병교차

비가 유의하게 높은 반면(AOR 1.51, 95%CI=1.06-2.16, AOR 1.54, 95%CI=1.50

-2.25), 여자의 아침 1끼혼밥은 대사증후군의 유병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AOR 0.70, 95%CI=0.53-0.94)(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혼

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결과가 다

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 데이터를 이

용한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여자는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이 없으나 남자

는 일 2회 이상 혼밥하는 집단이 혼밥을 안하는 집단대비 복부비만과(AOR 1.

45, 95%CI=1.10-1.91) 대사증후군의 유병교차비가(AOR 1.64, 95%CI=1.28-2.10)



- 70 -

유의하게 증가하였다(Kwon et al., 2018)는 결과에서 본 연구의 남자 점심 1끼

혼밥군에서 복부비만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것과 일치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의 하부그룹 분석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6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혼밥을 안하고 동거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비 65세미만 젊은

연령층에서 혼밥하는 사람들과(AOR 2.11, 95%CI=1.10-4.02), 독신생활을 하고

혼밥을 하는 사람들의 대사증후군 유병교차비가(AOR 2.39, 95%CI=1.25-4.58)

유의하게 높았다(Son and Kim,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4년 데이터

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집단에서의 혼밥은(AOR 3.02,

95%CI=1.50-6.11) 배우자가 있는 집단에서의 혼밥 대비(AOR 1.48, 95%CI=

1.22-1.70) 대사증후군의 유병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Kwon et al.,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 미혼집단에서 혼밥 시 대사증후군 유병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다른 선행연구들 중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년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서 유

배우자집단 대비 미혼집단에서는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이혼∙별거집단에서(AOR 1.72, 95%CI=1.15-2.59) 대사증후군 유병위

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박은옥, 최수정, 이효영, 2013). 이혼∙별거

∙사별집단은 유배우자 집단에 비해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낮고, 한국인에

서 무직 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다는 선행연구가

있다(Jung et al., 2018). 한국성인의 수면시간과 비만 및 대사증후군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짧은 수면시간은 복부비만을 포함한 비만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관계가 있고, 위험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박잎새, 2008; 서은경,

2009). 또한 여성에서 균형적 영양소섭취로 대표하는 식습관이 좋을수록 대사

증후군 이환정도가 낮았다(이재원 등, 2015). 이런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본

연구의 하부그룹 분석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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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이 다른 이유로는 첫째, 사용한 데

이터가 다르기에 생긴 결과라 생각한다. 선행연구들의 경우 최소 2개년 이상

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자가 수가 최소 7,000명이상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1개년 자료만 분석하였기에 연구대상자 수가 4,673명

이었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적은 연구대상자수와 관련하여 통계력의 부족으로

결과가 달리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둘째, 분석에 이용한 국민건강

영양자료 조사시점이 다르다는 것과 관련하여 시대성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

다. 선행연구들은 동반식사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2015년부

터 2019년까지 국내 외식트렌드 조사보고에 의하면 월평균 혼자 외식빈도는

2015년 2.8회로 총 외식횟수의 19%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4.1회로 총 외식횟수의 27.7%로 증가, 2019년 4.2회로 총 외식횟수의 32.3%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5; 2018; 농림축산식품부,

2019). 시간이 지날수록 혼밥의 대중화 및 보편화에 따라 혼밥이 건강에 긍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범사회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건강한 혼밥문화

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 시점이 2017년부터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시간이

변함에 따라 한국인들이 혼밥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식생활 행동에 변화를

보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비만통계자료집

2013-2017]에 의하면 나트륨 목표섭취량 이상 섭취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

자 분율이 2013년 각 9.7%, 81%에서 매해 감소하여 2016년에는 각 7.2%,

78.2% 이었다. 반면, 영양표시이용여부를 포함하는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는

2013년 34.7%에서 매해 증가하여 2016년 43.4%이었다. 영양표시 인지율 및

가공식품선택 시 영양표시 이용률과, 영양교육상담 및 경험률 또한 2013년 각

각 74.8%, 23.3%, 3.7%에서 매해 증가하여 2016년 각각 76.4%, 25.3%, 4.4%이

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7). 이는 실제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국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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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행동변화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제한점도 존재한다. 첫째, Cross sectional study이기 때

문에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데 한계

가 있다. 둘째, 혼밥수준, 혼밥종류를 정의하는데 결식의 개념이 포함된 상태

로 정의하였다. 즉, 3끼혼밥군의 경우 1일 3끼식사를 하지만 1끼- 2끼혼밥군의

경우 1일 1끼혼밥과 2끼 동반식사, 1일 2끼혼밥과 1끼 동반식사인 경우도 있

으나 1일 1끼혼밥과 2끼 결식, 1일 2끼혼밥과 1끼 결식인 경우도 각 혼밥군에

해당되므로 결식이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셋째, 다중회귀분석에서 혼밥과 연관된 여러 요인들을 혼란변수로 선정하

여 통제하였으나 여전히 통제하지 못한 잠재적 혼란변수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넷째,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나 어

떤 상황에서 어떻게 혼밥을 하는지 즉, 혼밥 시 식사시간, 식사속도, 식사량,

식사 시 TV나 스마트폰 이용여부, 직접 조리한 음식 또는 인스턴트 식사를

하는지 등 식습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인의 특성을 대표적으로 반영하는 국민건

강영양조사의 최근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분석 시 복합표본설계의 특

성을 반영함으로써 연구결과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대표성 및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혼밥’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세계적 보건문제인 비감염성

질환(Non-communicable disease, NCD)과 연관하여 관련성을 탐구하였다는 점

에서 시대성을 반영한 연구에 의의를 둘 수 있었다. 기존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이 혼밥횟수, 배우자유무, 연령대등의 기초적 분야

별 집단에서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건

강행동적, 식생활관련 집단을 나누고, 하부그룹분석을 함으로써 선행연구대비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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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혼밥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

기 2차년도(2017)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만 19세이상 성인남녀의 혼밥수

준 및 혼밥종류와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 그리고 대사증후군점수간 관련성

을 분석하는데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적, 식생활관련 혼란변수를 단계별 통제

하여 성별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인남녀 모두 혼밥과 대사증후군간의 관련성이 없었다. 그러나 성

인여자에게서 동반식사군 대비 하루 2끼혼밥하는 경우 고혈압의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반면, 점심 1끼혼밥하는 경우, 하루 3끼혼밥하는 경

우에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성인

남자에게서 동반식사군 대비 점심 1끼혼밥하는 경우 복부비만의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점심-저녁 2끼혼밥하는 경우 저 HDL콜레스테롤

혈증 유병위험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다른 결과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인구사회학적, 건강행동적, 식생활관련 하부집단별 혼밥과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별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각 집단별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의 유

병위험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고 이를 비교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혼밥과 대사증후군간에 관련성을 관찰할 수 없었지만, 혼밥

이 성별에 따라 대사증후군 세부질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하부그룹 분석을 통해 다양한 생활양식에 따라 혼밥이 대

사증후군 및 세부질환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에서 혼밥이 대사증후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과

달리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별과 생활양식에 따라 혼밥이 대사증후군 및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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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혼밥행위 자체보다는 혼밥 시 어떻게 먹

는지의 식생활습관이 대사증후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의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혼밥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에 대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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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부표 1. 통계분석용 SAS 코드

/*Table 2. Age distribution of study participants*/

/*성별 나이평균*/
PROC SURVEYMEANS DATA= 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VAR AGE ;
DOMAIN GROUP*SEX;
RUN;

/*성별나이평균비교*/
PROC SURVEYREG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SEX;
MODEL AGE=SEX/SOLUTION CLPARM VADJUST=NONE;
DOMAIN GROUP;
RUN;

/*Table 3.Gender distribution for eating alone*/
/*혼밥행위 성별분포*/
PROC SURVEYFREQ DATA= 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TABLES GROUP* SEX*(HONGRAD HON_BAB)/ROW CHISQ;
RUN;
/*Table 4. Gender distribution for Metabolic syndrome (MetS)*/
/*대사증후군과 세부질환 분포*/
PROC SURVEYFREQ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TABLES GROUP* SEX*
(MET AB_OBES HBP1 LOWHDL HIGHTG HBS)/ROW CHISQ;
RUN;

/*대사증후군 평균점수비교*/
PROC SURVEYMEANS DATA= 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VAR SCORE ;
DOMAIN GROUP*SEX;
RUN;

/*Table 5.General characteristic of study participants*/
/*연속형변수 평균 */
PROC SURVEYMEANS DATA= 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VAR AGE ;
DOMAIN GROUP*SEX*HONGRAD;
RUN;
/*범주형변수 분포 및 평균비교*/
PROC SURVEYFREQ DATA= 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TABLES GROUP* SEX*HONGRAD*EDU_LEVEL/ROW CHISQ;
RUN;

/*연속형변수 평균 비교*/
PROC SURVEYREG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MODEL AGE=HONGRAD/SOLUTION CLPARM VADJUST=NONE;
DOMAIN GROUP*SEX;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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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7. The frequency of eating alone and MetS & MetS components prevalence & MetS score */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 (이분형변수), 혼밥수준*/
PROC SURVEYFREQ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TABLES GROUP * SEX * HONGRAD*
        (MET  AB_OBES HBP1 LOWHDL HIGHTG HBS) /ROW CHISQ;  
RUN;

 /*대사증후군 및 세부질환 (이분형변수), 혼밥종류*/
PROC SURVEYFREQ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TABLES GROUP * SEX * HON_BAB*
        (MET  AB_OBES HBP1 LOWHDL HIGHTG HBS) /ROW CHISQ;  
RUN;

/*대사증후군점수 (연속형변수) 평균*/
PROC SURVEYMEANS DATA= 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VAR SCORE ;
DOMAIN GROUP*SEX*HONGRAD;
RUN;

/*대사증후군점수 (연속형변수) 평균비교*/
PROC SURVEYREG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_BAB;
MODEL SCORE=HONGRAD/SOLUTION CLPARM VADJUST=NONE;
DOMAIN GROUP*SEX;
RUN;

/*Table 8~13.Multivariable ORs(95% CI) for MetS and its components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  Multiple 
linear regre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ating alone and MetS score*/
/*LOGISTIC MODEL1. AGE ADJUSTED*/
%MACRO HONGRAD_MODEL1(FACTOR);         
PROC SURVEYLOGISTIC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 REF='0') /PARAM=REF;
MODEL &FACTOR(EVENT='1')=  HONGRAD AGE 
                 /VADJUST=NONE DF=INFINITY;
DOMAIN GROUP*SEX;
RUN;
%MEND;

%HONGRAD_MODEL1 (MET);
%HONGRAD_MODEL1 (AB_OBES);
%HONGRAD_MODEL1 (HBP1);
%HONGRAD_MODEL1 (LOWHDL);
%HONGRAD_MODEL1 (HIGHTG);
%HONGRAD_MODEL1(HBS);

/*LINEAR MODEL1. AGE ADJUSTED*/
PROC SURVEYREG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ref='0');
MODEL SCORE= AGE HONGRAD 
                /SOLUTION CLPARM VADJUST=NONE ;
DOMAIN GROUP*SEX;
RUN;

/*LOGISTIC MODEL2. MODEL1+인구사회학적 ADJUSTED*/
%MACRO HONGRAD_MODEL2(FACTOR);         
PROC SURVEYLOGISTIC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 REF='0') EDU_LEVEL ( REF='3') FAMEMBER( 
REF='4')EC1_1( REF='1') /PARAM=REF;
MODEL &FACTOR(EVENT='1')=  HONGRAD AGE EDU_LEVEL FAMEMB
ER EC1_1 /VADJUST=NONE DF=INFINITY;
DOMAIN GROUP*SEX;

/*LINEAR MODEL2. MODEL1+인구사회학적 ADJUSTED*/
PROC SURVEYREG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REF='0')  EDU_LEVEL FAMEMBER EC1_1;
MODEL SCORE= AGE HONGRAD EDU_LEVEL FAMEMBER EC1_1
               /SOLUTION CLPARM VADJUST=NONE;
DOMAIN GROUP*SEX;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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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MEND;

%HONGRAD_MODEL2 (MET);
%HONGRAD_MODEL2 (AB_OBES);
%HONGRAD_MODEL2 (HBP1);
%HONGRAD_MODEL2 (LOWHDL);
%HONGRAD_MODEL2 (HIGHTG);
%HONGRAD_MODEL2(HBS);
/*LOGISTIC MODEL3. MODEL2+건강행동적 ADJUSTED*/
%MACRO HONGRAD_MODEL3(FACTOR);         
PROC SURVEYLOGISTIC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 REF='0') EDU_LEVEL ( REF='3') FAMEMBER 
(REF='4')EC1_1( REF='1')
 ALCO (REF='0') MET_LEVEL (REF='0') /PARAM=REF;
MODEL &FACTOR(EVENT='1')=  HONGRAD AGE EDU_LEVEL 
                                FAMEMBER EC1_1 
                                ALCO MET_LEVEL EQ5D
                               /VADJUST=NONE DF=INFINITY;
DOMAIN GROUP*SEX;
RUN;
%MEND;

%HONGRAD_MODEL3 (MET);
%HONGRAD_MODEL3 (AB_OBES);
%HONGRAD_MODEL3 (HBP1);
%HONGRAD_MODEL3 (LOWHDL);
%HONGRAD_MODEL3 (HIGHTG);
%HONGRAD_MODEL3(HBS);

/*LINEAR MODEL3. MODEL2+건강행동적 ADJUSTED*/
PROC SURVEYREG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REF='0') EDU_LEVEL FAMEMBER EC1_1 
         ALCO MET_LEVEL;
MODEL SCORE= AGE HONGRAD EDU_LEVEL FAMEMBER EC1_1
              ALCO MET_LEVEL EQ5D
             /SOLUTION CLPARM VADJUST=NONE;
DOMAIN GROUP*SEX;
RUN;    

/*LOGISTIC MODEL4. MODEL3+식생활관련 ADJUSTED*/
%MACRO HONGRAD_MODEL4(FACTOR);         
PROC SURVEYLOGISTIC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 REF='0') EDU_LEVEL ( REF='3') 
      FAMEMBER( REF='4')EC1_1( REF='1')
      ALCO (REF='0') MET_LEVEL (REF='0') 
  EATOUT(REF='2') EAT_SECU (REF='1') /PARAM=REF;
MODEL &FACTOR(EVENT='1')=  HONGRAD AGE EDU_LEVEL 
                                FAMEMBER EC1_1 
                                ALCO MET_LEVEL EQ5D
                               N_EN EATOUT EAT_SECU
                              /VADJUST=NONE DF=INFINITY;
DOMAIN GROUP*SEX;

/*LINEAR MODEL4. MODEL3+식생활관련 ADJUSTED*/
PROC SURVEYREG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REF='0') EDU_LEVEL FAMEMBER 
         EC1_1 ALCO MET_LEVEL EATOUT EAT_SECU;
MODEL SCORE= AGE HONGRAD EDU_LEVEL FAMEMBER EC1_1
                               ALCO MET_LEVEL EQ5D

                  N_EN EATOUT EAT_SECU
                           /SOLUTION CLPARM VADJUST=NONE;
DOMAIN GROUP*SEX;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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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MEND;

%HONGRAD_MODEL4 (MET);
%HONGRAD_MODEL4 (AB_OBES);
%HONGRAD_MODEL4 (HBP1);
%HONGRAD_MODEL4 (LOWHDL);
%HONGRAD_MODEL4 (HIGHTG);
%HONGRAD_MODEL4(HBS);
/*Table 14~20.Multivariable ORs(95% CI) for MetS’s components according to the eating alone 
                 in subgroup analysis*/
/*SUBGROUP분석을 위한 INTERACTION 알아보기*/
PROC SURVEYLOGISTIC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MODEL HBS(EVENT='1')= HONGRAD|EAT_SECU@2; 
/*MET AB_OBES H*BP1 LOWHDL HIGHTG HBS*/
DOMAIN GROUP*SEX;
RUN;
/*결혼상태 subgroup analysis 
;LOGISTIC MODEL1. AGE ADJUSTED*/
%MACRO HONGRAD_MODEL1_MARRY(FACTOR);         
PROC SURVEYLOGISTIC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 REF='0')  /PARAM=REF;
MODEL &FACTOR(EVENT='1')=  HONGRAD AGE  
/VADJUST=NONE DF=INFINITY;
DOMAIN GROUP*SEX*MARRY;
RUN;
%MEND;

%HONGRAD_MODEL1_MARRY (MET);
%HONGRAD_MODEL1_MARRY (AB_OBES);
%HONGRAD_MODEL1_MARRY (HBP1);
%HONGRAD_MODEL1_MARRY (LOWHDL);
%HONGRAD_MODEL1_MARRY (HIGHTG);
%HONGRAD_MODEL1_MARRY (HBS);

/*결혼상태 subgroup analysis 
 ;LOGISTIC MODEL2.MODEL1+ 
 인구사회학적,건강행동적, 식생활관련  ADJUSTED*/
%MACRO HONGRAD_MODEL4_MARRY(FACTOR);         
PROC SURVEYLOGISTIC DATA=CLEAN NOMCAR;
STRATA KSTRATA;
CLUSTER PSU;
WEIGHT WT_TOT;
CLASS HONGRAD ( REF='0') EDU_LEVEL ( REF='1') 
FAMEMBER( REF='1') EC1_1( REF='1') 
ALCO (REF='0') MET_LEVEL (REF='0') 
EAT_SECU (REF='0') EATOUT (REF='1') /PARAM=REF;
MODEL &FACTOR(EVENT='1')=  HONGRAD AGE EDU_LEVEL FAMEMB
ER EC1_1 MET_LEVEL ALCO EQ5D EAT_SECU     
EATOUT N_EN                                              
/VADJUST=NONE DF=INFINITY;
DOMAIN GROUP*SEX*MARRY;
RUN;
%MEND;

%HONGRAD_MODEL4_MARRY (MET);
%HONGRAD_MODEL4_MARRY (AB_OBES);
%HONGRAD_MODEL4_MARRY (HBP1);
%HONGRAD_MODEL4_MARRY (LOWHDL);
%HONGRAD_MODEL4_MARRY (HIGHTG);
%HONGRAD_MODEL4_MARRY (H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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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eating alone (“Hon-Bab”) and metabolic

syndrome in Korean adult men and women: The 7th (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Seul Ki Kang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 Ha Jee, Ph.D)

Background

 "Hon-Bab", a term short for eating alone, is now a popular culture due

to the increase of one-person households. A number of research have been

published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ulture of eating alone and

health issues, which includes increased depression prevalence, limited

nutrition intake  and increased obesity prevalence. There are already prior

studies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which shows that eating alone is related to metabolic

syndrome, but there is a limitation since they are not focused on the

recent situation. Also, prior studies are based on basic groups, such as the

number of eating alone in a day, marital status, and age group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onnection between eating alone and

MetS using the most recently published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HANES), and to perform subgroup

analysis by specific groups and to compar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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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nd Methods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the seventh year (2017) data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hich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673 adult males and females aged 19 years or older,

excluding outliers and missing values. SAS version 9.4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descriptive analysis, Rao-Scott chi-square test and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at reflects

the survey characteristics was performed. Then subgroup analyses related

to socio-demographic, health behavior and nutrition were conducted to

compare to significant association by group.

Results

 No significant relations occurred between eating alone and MetS for the

participants over the age of 19. However, the risk of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was statistically low (AOR 0.65, 95%CI=0.46-0.92) for the

women who eat alone twice a day and on the contrary, the risk of low

HDL cholesterolemia was significantly higher (AOR 1.33, 95%CI=1.03-1.73,

AOR 1.63, 95%CI=1.07-2.49) for the groups who eat lunch alone once a

day or  eat alone 3 times a day. The risk of abdominal obesity was

significantly high (AOR 1.57, 95%CI=1.04-2.39) for men who eat alone and

eating lunch and dinner alone a day showed significant high risk of low

HDL cholesterolemia (AOR 1.68, 95%CI=1.02-2.77). Other result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Later, after studying the results of socio-demo-

graphic, health behavior and nutrition subgroup analysis conduc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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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bolic syndrome associated with eating alone, it was possible to

observe statistical difference in the degree of risk for metabolic syndrome

and detailed diseases.

Conclusion

In conclusion,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eating alone

and metabolic syndrome for Korean adults aged 19 and older. But eating

alone had a different effect on metabolic syndrome and its components

depending on gender and through subgroup analysis, eating alone had

different effects on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ccording to various

lifestyles. Therefore, the further prospective study to find out the risk of

metabolic syndrome caused by eating alone will be needed .

2)

Keywords : Eating alone, Metabolic syndrome(MetS), Abdominal obesity,
Hypertension, Low HDL-C cholesterolemia , Hypertriglyceridemia, impaired
blood sugar, Dietary habit,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HA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