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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파악하고 식사 패턴과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허리둘레,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및 대사 상태를 고려한 비만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08-2011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 세 이상 성인 10,570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식사 패턴 분석을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4 시간 회상 자료를 사용했고, 총 

18 개의 식품군의 각 식품군 에너지 섭취 기여율을 이용하여 식사 

패턴을 추출했으며, 각 식사 패턴 점수를 4 분위로 분류했다. 비만은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기준 비만 (BMI≥25kg/m2),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 (남성 ≥90cm, 여성 ≥85cm), 체지방률 

기준 비만 (남성 ≥25%, 여성 ≥35%) 으로 정의하였고, 대사적 

상태를 고려하여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복부비만,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을 추가적으로 정의했다. 대사적 건강 상태는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 Ⅲ (NCEP 



 

 

ATPⅢ) 기준의 5 가지 기준 중 3 가지 기준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했다. 

연구 결과: 식사 패턴 분석을 통하여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패턴, ‘육류 및 알코올’ 패턴,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이 추출되었고, 각 식사 패턴 별 설명력은 

11.1%, 8.2%, 7.2%, 6.8% 이었다. 여성의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와 복부비만 위험성 간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했고 (Q4: 

OR=1.08, 95%CI=1.08~1.82, P-for trend=0.0121) 여성의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와 복부비만 (Q4: OR=0.71, 

95%CI=0.56~0.90, P-for trend=0.0125),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Q4: OR=0.79, 95%CI= 0.66~0.95, P-for trend=0.0137),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 (Q4: OR=0.65, 

95%CI=0.45-0.95, P-for trend=0.0314) 위험성과의 역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더욱이 본 연구를 통해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위험성 간의 양의 

연관성을 남녀 모두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 Q4: OR=1.69, 

95%CI=1.15~2.50, P-for trend=0.0032, 여성: Q4: OR=1.63, 



 

 

95%CI=1.10~2.43, P-for trend=0.0278). 모든 값은 나이, 소득 

수준, 교육 수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걷기 실천 여부 및 일일 

에너지 섭취량으로 보정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여성에서 ‘흰 쌀밥 및 김치’ 식사 

패턴이 복부비만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과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식사 패턴이 복부비만, 체지방률 기준 비만 및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의 위험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코호트 연구나 임상시험 연구를 통해 

원인적 연관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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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과체중 및 비만이란 건강을 해칠 정도로 체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로 정의된다 (1). 비만은 체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제 2 형 당뇨, 대사증후군 및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습관이 서구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성인 비만율 및 아동 비만율이 높아져 보건정책 

개입이 시급하다 (5). 2016 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 세 이상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6 년 남성 42.3%, 여성 26.4%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1998 년 이후 23~28%의 유병률을 유지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1998 년 이후 지속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여 

2016 년엔 42.3%로 증가하였다. 또한 19 세 이상 성인의 허리둘레 

기준 비만 유병률은 2016 년 남성 31.6%, 여성 27.8%로 나타났고 

체질량 지수 기준 비만 유병률은 20~50 대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으나 60 대 이후에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는 

아시아인의 비만을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 25k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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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한비만학회에서는 본 기준을 한국인 

비만의 기준으로 차용하고 있다 (1). 하지만, 1990 년대부터 

생체저항분석기기의 도입으로 체지방률과 심혈관계 질환과의 

연관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관련 연구 결과 BMI 

보다는 체지방률과 허리둘레가 만성질환 및 심혈관계 질환과의 더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의 진단이 질환과 

연관된 비만의 정의에 있어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되고 있다 (7, 

8). 더욱이, 인종에 따라서 BMI 와 체지방률의 상관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관련 연구에 의하면 

아시아인은 BMI 와 체지방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같은 BMI 일 때 

서양인보다 체지방률이 약 3-5%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고 (9, 10). 이에 비만을 인종 및 성별을 고려하여 BMI 

만이 아닌 체지방률과 허리둘레로 정의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11, 12).  

특히 신체적 비만과 대사적 상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비만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신체적으로 비만한 사람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이지만, 신체적으로 

비만하지만 대사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의 집단이 존재하고, 

신체적으로 비만하지 않지만 대사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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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존재한다 (13, 14). 비만은 대사적 건강상태에 따라 

질환과의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비만을 대사적 

건강상태에 따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사적 건강상태에 따른 

비만 연구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5).  

비만의 원인으로는 신체활동 부족, 흡연, 음주, 과도한 스트레스, 

식사 요인 등이 제시되고 있다 (16-18). 특히 식사사요인은 비만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국내외에서 다수의 관련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관련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과도한 에너지 섭취 및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체중과 체지방을 증가시켜 비만,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단백질 중심의 

식사는 근육량을 증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켜 대사증후군 및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9-22).  

기존의 식사 요인과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단일 영양소 단위 또는 단일 식품 및 식품군 단위로 개인의 식사 

요인을 평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해 왔지만, 최근 식사 요인을 

다양한 식품군 단위, 더 나아가 식사 패턴으로 평가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23). 일상적으로 사람들은 식사를 통해 단일 

영양소 또는 단일 식품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군들의 

복합적인 조합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식사 요인 평가 시 식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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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하는 식품군, 영양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복합적인 식사를 

고려한 식사 패턴 분석이 식사 요인 평가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24). 또한, 식사 패턴 분석을 통한 식사 요인 

평가는 특정 인구집단의 실제적인 식생활을 파악할 수 있고, 

질병예방 식생활 지침 또는 정책을 개발할 때 효과적으로 근거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5-27). 식사 패턴과 비만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국내외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로 

쌀밥 및 김치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인의 식사 패턴은 비만의 

위험성과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높이며 (28, 29), 과일, 

채소, 두류, 견과류, 통 곡물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식사 패턴은 

비만의 위험성과 각종 만성질환 및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성을 

유의하게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30-32).  

이처럼 식사 요인과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비만을 BMI 뿐만 아니라 허리둘레, 체지방, 

그리고 대사 상태를 고려한 비만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식사 요인과 비만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비만을 BMI 또는 체성분으로만 정의하고 있고, 특히 

아시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체지방 및 대사 상태를 고려한 비만과 

식사 패턴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제한적인 실정이다. 따라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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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식사 패턴을 파악하고 식사 패턴에 따른 

비만 및 대사적 상태를 고려한 비만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한국 

성인의 비만의 유형과 비만에 영향을 주는 한국인의 식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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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08~2011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37,753 명 

중 체지방 측정 자료, 영양 조사 자료 및 혈액 지표가 존재하고, 

임신 수유 및 각종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 및 관련 약물을 

복용중인 상태가 아니며, 극단적인 열량 섭취자 (하루 섭취 열량 

500kcal 미만 또는 5,000kcal 이상)가 아닌 19 세 성인 10,570 명 

(남성 4,264 명, 여성 6,306 명)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이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카톨릭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 No. 

1040395-201804-10)의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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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사 조사 및 식사 패턴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4 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조사의 24 시간 회상 자료는 훈련된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가 조사 1 일 전 

24 시간 동안 섭취한 식품의 종류 및 섭취량을 회상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된다 (33). 

식사 패턴 분석을 위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제시한 식품 

코드에 따라 비슷한 식품들을 묶어 흰 쌀밥, 기타 곡류, 면류 및 

만두류, 밀가루 및 빵류, 당류, 두류 및 견과류, 채소류, 김치류, 

과일류, 육류 및 가공품, 난류, 어류 및 어패류, 해조류, 우유 및 

유제품, 음료수 및 커피, 차류, 주류, 소스류, 오일류 등 총 18 개의 

식품군으로 재분류 하였고, 식품군 별 총 에너지 섭취 기여율(%)를 

계산하여 식사 패턴 분석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식사 패턴 추출을 위하여 식품군 별 총 에너지 섭취 기여율(%)을 

변수로 Varimax rotation 을 이용한 SAS 프로그램의 PROC 

FACTOR 를 사용하였다. 식사 패턴 수 결정을 위하여 Scree test 의 

결과 및 고유치 (eigenvalue)를 고려하였고, 총 4 가지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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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다. 추출된 패턴의 식품군 별 요인 적재값 (factor 

loadings)의 절대 값이 0.3 이상인 식품군들을 고려하여 추출된 

패턴의 이름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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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만의 진단  

 

 비만 및 대사상태의 진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검진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신체계측, 혈액 및 혈압 검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훈련된 조사원과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검진조사팀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신장과 체중은 측정계로 측정하였고, 이로부터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체지방 측정 자료는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법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혈액 검사는 최소 8 시간 공복상태에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압은 안정 상태에서 자동혈압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을 BMI (kg/m2), 허리둘레 (cm), 체지방률 

(%), 대사적 상태를 고려한 비만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BMI 기준 

비만 (Obesity by BMI)은 BMI ≥25 kg/m2 인 경우를 비만으로 

진단하였다.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 (Abdominal obesity)은 남성의 

경우 90cm 이상, 여성의 경우 85cm 이상인 경우로 진단하였고, 

체지방률 기준 비만 (Obesity by body fat percent)은 남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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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 여성의 경우 35% 이상인 경우로 진단하였다. 대사적 

상태를 고려한 비만의 진단을 위하여 BMI 기준의 비만 (BMI ≥25 

kg/m2)과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을 함께 사용했다. 대사적 건강상태 

진단을 위해NCEP ATPⅢ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 Ⅲ)의 기준을 따르되 복부비만의 기준은 

국제 당뇨병 연맹에서 제시한 아시아인 기준을 사용하였다 (34). 

NCEP ATP Ⅲ 기준에서 대사이상은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인 경우 복부비만으로, 중성지방이 150mg/dL 

이상인 경우 고중성 지방혈증으로, 혈중 HDL-콜레스테롤이 남성 

40 mg/dL 미만, 여성 50 mg/dL 미만인 경우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이고 이완기 

혈압이 85mmHg 이상인 경우 고혈압으로, 공복 시 혈당이 

110mg/dL 이상인 경우 고혈당으로 진단하였고, 본 5 가지 기준 중 

3 개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NCEP ATP Ⅲ 

기준에 따라 진단한 대사증후군 여부와 BMI 기준에 따른 비만을 

종합하여, BMI 기준으로 비만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 (Metabolically unhealthy 

obese, 이하 MUO), BMI 기준으로 비만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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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 (Metabolically healthy obese, 이하 

MHO), BMI 기준으로 정상이며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상체중 (Metabolically unhealthy and 

normal weight, 이하 MUNW), BMI 기준으로 정상이며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대사적으로 건강한 정상체중 (Metabolically healthy 

and normal weight, 이하 MHNW)로 진단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복부비만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 이하 MUAO),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이하 MUOBFP)을 정의하여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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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s of various obesity in the current study 

Obesity Cutoff points of obesity 

Obesity by BMI  BMI ≥ 25 kg/m2 

Abdominal obesity  

by wai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of Men ≥ 90cm,  

Women ≥ 85cm 

Obesity by body fat 

percent  
Body fat percent of Men ≥ 25%, Women ≥ 35%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Obesity by BMI and 

NCEP ATP Ⅲ1) ≥ three components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 

Abdominal obesity and 

NCEP ATP Ⅲ (without waist circumference)  

≥ two components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Obesity by body fat percent and 

NCEP ATP Ⅲ ≥ three components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BMI ≥ 25 kg/m2 and 

NCEP ATP Ⅲ <three components 

Metabolically Healthy 

Normal Weight 

BMI < 25 kg/m2 and 

NCEP ATP Ⅲ <three components 

Metabolically Unhealthy 

Normal Weight 

BMI < 25 kg/m2 and 

NCEP ATP Ⅲ ≥three components 
1)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 high 

triglyceride levels (≥150mg/dL), low HDL-cholesterol levels (men <40 mg/dL, 

women <50 mg/dL), high blood pressure (≥130/85mmHg), high fasting blood 

glucose (≥ 100mg/dL), abdominal obesity (waist circumference of men ≥90 cm, 

women ≥85cm for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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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분석 

 

 모든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에 의한 조사로 조사에 참여한 

개인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추출단위, 

층화변수,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모든 분석에서 이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고, 

chi-square test 를 통해 그룹 간의 분포 차이를 검정하였으며, 이는 

SAS 프로그램의 PROC SURVEYFREQ 를 이용하였다. 추출된 식사 

패턴 별 섭취 수준과 비만과의 관련성 분석을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오즈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하였고 이는 SAS 프로그램의 

PROC SURVEYLOGISTIC 을 이용하였다. 이 때, 식사 패턴 별 

영양소 섭취 수준을 비교하고 비만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식사 패턴 별 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4 분위로 분류하였다. 

식사 패턴 요인 점수에 따른 비만과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오즈비 

및 95% 신뢰구간을 산출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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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고,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걷기 

실천율, 하루 에너지 섭취량 (kcal/day)으로 보정하였다. 연령은 

한국영양학회에서 제시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35)의 연령 

분류를 따라 19 세이상 30 세 미만, 30 세 이상 50 세 미만, 50 세 

이상 65 세 미만, 65 세 이상 75 세 미만, 75 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구분한 방법에 따라 개인의 

소득을 하, 중, 상으로 3 분위로 분류하였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했다. 흡연 여부는 흡연을 평생 동안 하지 않은 사람과 과거 및 

최근 흡연을 한 사람으로 구분하였고, 음주 여부는 평생 동안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과 과거 및 최근 음주를 한 사람으로 

구분하였다. 걷기 실천율은 최근 1 주일 동안 걷기를 1 회 30 분 

이상 주 5 일 이상 실천한 분율로 정의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05 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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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연령, 교육 수준,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걷기 실천율에 

따른 분포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0.05). 대상자들의 

비만 유병률은 남녀 모두 BMI 기준 비만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남성 32.8%, 여 20.8%), 체지방률 기준 비만 (남성 26.7%, 여성 

16.0%),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 (남성 20.3%, 여성 31.0%)이 그 

뒤를 이었다. 대사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비만 유병률을 보면, 

남성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BMI 기준 비만 (11.0%),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복부비만 (10.4%),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 (남성 7.9%) 순으로 유병률이 높았고, 

여성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복부비만 (7.1%),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BMI 기준 비만 (6.6%),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 (6.1%) 순으로 유병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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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Men (n=4,264) 
Women 

(n=6,306) 
p-value1) 

Age (years)    

 19-29 734 (26.7)2) 1024 (24.3) 

0.0225 

 30-49  1935 (50.1) 3197 (50.7) 

 50-64  943 (17.1) 1382 (18.3) 

 65-74  481 (4.5) 500 (4.4) 

 ≥ 75  171 (1.7) 203 (2.2) 

Living area    

 City 3249 (82.1) 4966 (83.0) 

0.2759 

 Rural 1015 (17.9) 1340 (17.0) 

Education level    

 Elementary or less 645 (9.0) 1346 (15.4) 

<.0001 

 Middle school 465 (8.5) 598 (9.3) 

 High school 1630 (44.5) 2420 (43.0) 

 College or more 1491 (38.0) 1903 (32.4) 

Income level    

 Low 1049 (26.2) 1539 (25.8) 

0.9059  Medium 2170 (50.8) 3178 (51.2) 

 High 1010 (23.0) 1510 (23.0) 

Smoking3)  3232 (75.0) 608 (11.6) <.0001 

Alcohol 

consumption4)  
3192 (77.8) 2764 (47.0) <.0001 

Walking5)  1942 (46.5) 2598 (42.4)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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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alence of 

obesity  
   

Obesity by BMI6) 1357 (32.8) 1380 (20.8) <.0001 

Abdominal 

obesity7) 
917 (20.3) 1115 (16.0) <.0001 

Obesity by percent 

body fat8) 
1124 (26.7) 1947 (31.0) <.0001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9) 

493 (11.0) 458 (6.6) <.0001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10) 

481 (10.4) 502 (7.1) <.0001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11) 

347 (7.9) 420 (6.1) 0.0009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12) 
864 (66.4)13) 922 (68.3) <.0001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14) 

493 (33.6) 458 (31.7) <.0001 

Metabolically 

Healthy Normal 

Weight15) 

2674 (93.2)16) 4693 (96.1) <.0001 

Metabolically 

Unhealthy Normal 

Weight 17) 

233 (6.8) 233 (3.9) <.0001 

1) P-valu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sex groups were evaluated by chi-square test. 2) Values 

are N(%). 3) Smoked more than 100 cigarettes for the rest of the life and smoke currently. 4) 

Drinking more than once a month for the last year. 5) More than 30 minutes per walk, and 

practice more than 5 days a week. 6) BMI ≥25kg/m2.  7)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8) Percent body fat ≥25% for men, ≥35% for women. 9) Obesity by BMI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0) Obesity by waist circumference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11) Obesity by percent body fat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2) BMI≥25kg/m2 without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3) The values we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determined as obesity by BMI 14) BMI≥25kg/m2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5) BMI<25kg/m2 without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6) The values we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determined as non-obesity 

by BMI 17)BMI<25kg/m2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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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사 패턴의 특성 

 

 요인분석을 통하여 총 18 개의 식품군의 각 식품군 에너지 섭취 

기여율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4 가지 요인을 추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 에 제시하였다. Factor 1 은 흰 쌀밥과 김치의 섭취량과 

관련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서 ‘흰 쌀밥 및 김치 (White rice & 

Kimchi pattern)’ 패턴이라고 명명하였고, Factor 2 는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의 섭취량과 관련성이 높아서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Sea foods, Oils & Sweets pattern)’ 패턴이라 명명했다. 

Factor 3 은 육류, 알코올, 각종 음료류 및 커피, 차의 섭취량과 

관련성이 높아서 ‘육류 및 알코올 (Meats & Alcohol pattern)’ 

패턴이라고 명명했고, Factor 4 는 각종 곡류, 각종 두류 및 견과류, 

그리고 과일류의 섭취량과 관련성이 높아서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pattern)’ 패턴이라고 

명명했다. 각 식사 패턴 별 전체 변수의 설명력은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11.1%),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패턴 (8.2%), ‘육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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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패턴 (7.2%),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6.8%) 

순이었고, 이 4 개의 패턴은 전체 변수의 33.3%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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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 loading matrix for four dietary patterns identified 

in Korean population using factor analysis 

Food items Dietary patterns 

 
White rice 

& Kimchi 

Sea foods, 

Oils & 

Sweets 

Meats 

& 

Alcohol

s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White rice 0.77  -0.39  

Other grains    0.59 

Noodles and 

dumplings 
-0.36   -0.48 

Flour and breads -0.55    

Sugars and sweets  0.63   

Legumes and nuts    0.47 

Vegetables     

Kimchi 0.35    

Fruits    0.41 

Meats and its 

products 
  0.68  

Eggs    -0.41 

Fishes and 

shellfishes 
 0.49   

Seaweeds   -0.36  

Milk and dairy 

products 
-0.49    

Beverages and coffee 

and tea 
    

Alcohols   0.63  

Seasonings  0.36 0.31  

Oils  0.72   

% of Variance 

Expained 
11.1 8.2 7.2 6.8 

For simplicity, factor loading scores of -0.30 and +0.30 are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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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식사 패턴 점수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각 식사 패턴 점수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자들의 각 식사 패턴 점수를 4 분위로 나누어 특징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1 과 4-2 에 제시하였다.  

 대상자들의 식사 패턴 별 인구, 사회학적 특징 비교를 위하여 연령, 

거주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분포를 살펴보았고, 생활습관 특성 

비교를 위하여 흡연 여부, 음주 여부, 걷기 실천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상자들의 식사 패턴에 따른 비만 유병률을 BMI 를 고려한 

비만, 허리둘레를 고려한 복부비만,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MUO, 

MUAO, MUOBFP 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을 살펴본 결과 해당 식사 패턴의 연령의 

분포의 경우 남녀 모두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19-49 세의 

비율이 낮았고 50 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남녀 

모두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거주 비율이 낮았다. 교육 

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의 비율이 낮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득 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 중위권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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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고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낮았다. 흡연 여부의 

경우 남성에서는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음주 여부의 경우 

남성에서는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성에서는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의 점수에 따른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MUO, MUA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의 경우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BMI 를 고려한 비만, 허리둘레를 고려한 

복부비만,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MUO, MUAO, MUOBFP 의 

유병률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패턴을 살펴본 결과 연령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19-49 세의 비율이 높았고 50 세 

이상의 비율이 낮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 거주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교육 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의 

비율이 낮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이 높았다. 소득 

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위권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낮았고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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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음주 여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패턴의 점수에 

따른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BMI 를 고려한 비만, 허리둘레를 고려한 복부비만,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의 경우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MUO, MUAO, MUOBFP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육류 및 알코올’ 패턴을 살펴본 결과 연령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19-29 세의 비율은 높았고 30 세 이상의 

비율이 낮았다. 교육 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이하의 학력자의 비율은 낮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자의 비율이 높았다. 흡연 여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고 음주 여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육류 및 알코올’ 식사 패턴의 점수에 따른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여성에서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MUAO, 

MUOBFP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을 살펴본 결과 연령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19-49 세의 비율은 낮았고 5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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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비율은 높았다. 교육 수준이 경우 남성에서는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 중학교 및 대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은 낮았다. 여성에서는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이하 학력자의 비율은 높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학력자의 비율은 낮았다. 소득 수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위권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낮았고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비율이 높았다. 흡연 여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흡연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음주 

여부의 경우 남녀 모두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에 따른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에게서 유의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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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n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scores 

 White rice & Kimchi Sea foods, Oils & Sweets 

 Q1 Q2 Q3 Q4 p-value1) Q1 Q2 Q3 Q4 p-value 

Age (years)           

 19-29 314 (39.0) 200 (27.0) 132 (20.1) 88 (16.0) 

<.0001 

160 (26.0) 168 (24.6) 193 (27.5) 213 (28.3) 

<.0001 

 30-49  516 (47.7) 524 (52.2) 532 (54.7) 363 (45.2) 376 (42.8) 449 (47.9) 526 (51.6) 584 (56.6) 

 50-64  165 (11.1) 233 (16.5) 248 (19.1) 297 (24.4) 257 (19.5) 268 (20.6) 228 (16.4) 190 (12.6) 

 65-74  57 (1.8) 84 (3.3) 122 (4.8) 218 (9.7) 189 (8.2) 135 (4.8) 94 (3.5) 63 (2.0) 

 ≥ 75  14 (0.5) 25 (1.1) 32 (1.3) 100 (4.6) 84 (3.5) 46 (2.0) 25 (1.0) 16 (0.5) 

Living area           

 City 904 (86.6) 867 (84.9) 791 (79.3) 687 (75.3) 
<.0001 

705 (75.0) 794 (80.6) 860 (84.1) 890 (87.4) 
<.0001 

 Rural 162 (13.5) 199 (15.1) 275 (20.7) 379 (24.7) 361 (25.0) 272 (19.4) 206 (15.9) 176 (12.6) 

Education level           

 Elementary or less 
55 (3.0) 104 (6.9) 155 (9.3) 331 (20.2) 

<.0001 

270 (15.7) 179 (10.3) 111 (6.7) 85 (4.3) 

<.0001  Middle school 68 (4.8) 103 (7.5) 119 (10.0) 175 (13.7) 171 (11.8) 112 (9.1) 108 (7.8) 74 (5.8) 

 High school 462 (50.0) 420 (44.0) 412 (42.1) 336 (40.1) 351 (41.6) 430 (45.0) 414 (46.3) 435 (44.9) 

 College or more 475 (42.2) 432 (41.7) 371 (39.0 213 (26.0) 264 (30.9) 339 (35.7) 423 (39.3) 465 (44.9) 

Income level                     

 Low 228 (24.1) 250 (25.8) 256 (25.5) 315 (30.9) 

0.0049 

334 (32.6) 271 (26.3) 225 (22.7) 219 (24.2) 

0.0002  Medium 528 (49.5) 550 (51.3) 551 (51.9) 541 (50.8) 517 (48.6) 542 (51.9) 554 (52.2) 557 (50.4) 

 High 302 (26.5) 257 (22.9) 253 (22.6) 198 (18.3) 203 (18.8) 249 (21.9) 280 (25.1) 278 (25.4) 

Smoking
3)
  715 (67) 836 (77.5) 848 (80.2) 833 (77.3) <.0001 833 (76.0) 799 (75.3) 786 (73.1) 814 (75.9) 0.5564 

Alcohol consumption
4)
  756 (72.4) 816 (79.7) 827 (80.9) 793 (79.4) <.0001 754 (74.0) 805 (77.3) 828 (80.6) 805 (78.6) 0.0281 

Walking
5)
  686 (45.6) 629 (40.3) 628 (42.2) 655 (41.3) 0.7869 700 (46.1) 627 (40.0) 607 (41.0) 664 (42.7) 0.2342 

Prevalence of obesity            

Obesity by BMI
6)
 369 (34) 329 (31.2) 361 (33.7) 298 (32) 0.5749 319 (31.9) 314 (30.9) 340 (31.1) 384 (37.0) 0.0201 

Abdominal obesity7) 240 (20.2) 210 (18.4) 232 (20.9) 235 (22.1) 0.3313 224 (19.5) 223 (20.2) 221 (18.0) 249 (23.2) 0.0348 

Obesity by percent body fat8) 297 (27.2) 304 (27.0) 274 (26.8) 249 (25.2) 0.8332 266 (27.0) 278 (26.3) 271 (23.7) 309 (29.5) 0.0702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9) 114 (8.9) 116 (10.4) 136 (12.7) 127 (13) 0.0129 116 (10.3) 115 (10.4) 127 (10.9) 135 (12.2) 0.5520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
10)

 
113 (8.5) 101 (8.9) 124 (11.5) 143 (13.8) 0.0012 113 (10.1) 119 (9.7) 119 (10.1) 130 (11.6) 0.5380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11)

 
80 (6.5) 94 (8.5) 82 (7.9) 91 (9.3) 0.1874 85 (8.0) 88 (8.1) 75 (6.3) 99 (9.3) 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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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n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scores (Continued) 

 Meats & Alcohols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Q2 Q3 Q4 p-value Q1 Q2 Q3 Q4 p-value 

Age (years)           

 19-29  156 (22.4) 161 (23.7) 205 (29.5) 212 (30.5) 

<.0001 
 

249 (32.0) 218 (30.6) 146 (23.0) 121 (19.5) 

<.0001 

 30-49  462 (51.2) 459 (49.3) 497 (49.8) 517 (50.1) 565 (52.9) 498 (49.7) 471 (50.6) 401 (46.5) 

 50-64 249 (18.7) 251 (19.2) 223 (15.5) 220 (15.4) 163 (12.1) 200 (14.2) 262 (19.1) 318 (24.4) 

 65-74  140 (5.3) 137 (5.2) 111 (4.4) 93 (3.2) 61 (2.1) 97 (3.8) 137 (5.1) 186 (7.7) 

 ≥ 75  59 (2.5) 58 (2.6) 30 (0.9) 24 (0.9) 28 (0.9) 53 (1.7) 50 (2.3) 40 (1.9) 

Living area          

 City 808 (82.5) 824 (83.2) 785 (79.7) 832 (82.9) 
0.2124 

849 (83.9) 786 (80.4) 816 (83.9) 798 (80.6) 
0.1857 

 Rural 258 (17.5) 242 (16.8) 281 (20.3) 234 (17.1) 217 (16.1) 280 (19.6) 250 (16.9) 268 (19.4) 

Education level           

 Elementary or less 194 (10.2) 166 (9.9) 138 (7.8) 147 (8.2) 

0.0121 
  

111 (6.6) 171 (8.5) 168 (9.9) 195 (11.6) 

<.0001 
 Middle school 138 (11.0) 125 (9.3) 107 (6.8) 95 (7.0) 93 (7.1) 95 (6.8) 146 (10.2) 131 (10.1) 

 High school 380 (42.8) 383 (41.7) 435 (46.4) 432 (46.8) 461 (49.3) 437 (48.7) 395 (43.0) 337 (35.7) 

 College or more 337 (35.9) 384 (39.0) 384 (39.0) 386 (38.0) 394 (37.0) 350 (36.1) 350 (36.9) 397 (42.6) 

Income level                   

 Low 283 (26.1) 243 (24.3) 250 (26.7) 273 (27.6) 

0.6248 

298 (29.1) 293 (29.7) 261 (26.0) 197 (19.0) 

<.0001  Medium 541 (51.6) 548 (50.5) 539 (50.2) 542 (50.9) 527 (48.8) 527 (47.7) 558 (52.8) 558 (54.6) 

 High 233 (22.2) 266 (25.2) 266 (23.0) 245 (21.5) 231 (22.1) 240 (22.5) 235 (21.2) 304 (26.4) 

Smoking 780 (73.4) 782 (73.6) 802 (72.2) 868 (80.6) 0.0005 848 (78.8) 817 (76.7) 816 (74.5) 751 (69.2) 0.0003 

Alcohol consumption  693 (69.0) 731 (73.0) 827 (78.3) 941 (89.4) <.0001 818 (79.4) 833 (80.7) 795 (77.4) 746 (73.0) 0.0024 

Walking 657 (42.0) 624 (41.3) 670 (44.4) 647 (41.9) 0.8941 648 (42.9) 645 (43.5) 621 (39.3) 684 (43.9) 0.9261 

Prevalence of obesity            

Obesity by BMI 342 (34.1) 313 (30.3) 360 (34.3) 342 (32.6) 0.3386 338 (31.6) 337 (33.3) 342 (33.2) 340 (33.4) 0.8558 

Abdominal obesity 237 (21.5) 214 (19.2) 243 (20.7) 223 (19.8) 0.7120 225 (19.6) 208 (18.7) 252 (22.2) 232 (20.9) 0.3191 

Obesity by percent body fat 281 (27.8) 282 (26.0) 283 (27.2) 278 (25.6) 0.7432 285 (27.2) 285 (26.8) 281 (25.9) 273 (26.7) 0.9589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34 (13.1) 118 (10.4) 121 (10.1) 120 (10.6) 0.1635 114 (9.6) 112 (9.9) 139 (12.7) 128 (12.2) 0.0876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 
131 (12.2) 111 (9.1) 128 (10.6) 111 (9.8) 0.1811 111 (9.2) 114 (9.7) 131 (11.5) 125 (11.6) 0.2381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95 (9.4) 86 (7.7) 91 (8.1) 75 (6.7) 0.2545 91 (8.2) 83 (7.2) 91 (8.0) 82 (8.3) 0.8577 

1) P-valu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sex groups were evaluated by chi-square test. 2) Values are N(%). 3) Smoked more than 100 cigarettes for the rest of the life and smoke currently. 4) Drinking more than once a month for the last year. 5) More than 30 

minutes per walk, and practice more than 5 days a week. 
6) 

BMI ≥25kg/m
2
.
  7)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8)
 Percent body fat ≥25% for men, ≥35% for women. 

9)
 Obesity by BMI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0)

 Obesity by waist circumference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1) 

Obesity by percent body fat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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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scores 

 White rice & Kimchi Sea foods, Oils & Sweets 

 Q1 Q2 Q3 Q4 p-value1) Q1 Q2 Q3 Q4 p-value 

Age (years)           

 19-29  407 (35.5) 297 (27.0) 200 (19.3) 120 (12.6) 

<.0001 

218 (21.7) 208 (20.3) 249 (23.1) 349 (31.6) 

<.0001 

 30-49  854 (49.2) 859 (51.6) 855 (55.2) 629 (46.3) 670 (46.6) 794 (51.1) 880 (55.2) 853 (50.0) 

 50-64  258 (13.3) 335 (18.0) 374 (19.5) 415 (24.0) 374 (19.2) 378 (21.1) 328 (17.3) 302 (16.0) 

 65-74  43 (1.4) 71 (2.7) 101 (3.8) 285 (10.9) 220 (8.1) 133 (4.7) 91 (3.3) 56 (1.8) 

 ≥ 75 14 (0.6) 15 (0.7) 47 (2.2) 127 (6.2) 94 (4.3) 64 (2.9) 29 (1.2) 16 (0.6) 

Living area           

 City 1409 (90.0) 1340 (86.1) 1214 (80.6) 1003 (73.0) 
<.0001 

1127 (78.3) 1238 (83.0) 1262 (83.3) 1339 (86.9) 
<.0001 

 Rural 167 (10.0) 237 (14.0) 363 (19.4) 573 (27.0) 449 (21.7) 339 (17.0) 315 (16.7) 237 (13.1) 

Education level           

 Elementary or less 117 (5.67) 193 (9.4) 331 (16.2) 705 (34.2) 

<.0001 

532 (24.19) 375 (18.03) 255 (11.4) 184 (8.51) 

<.0001 
 Middle school 104 (5.8) 145 (8.7) 169 (10.8) 180 (12.7) 155 (10.2) 162 (10.4) 151 (9.5) 130 (7.1) 

 High school 666 (45.8) 664 (45.0) 634 (44.7) 456 (35.1) 540 (40.8) 606 (42.8) 624 (43.1) 650 (45.2) 

 College or more 681 (42.8) 569 (36.9) 429 (28.3) 224 (18.1) 344 (24.8) 426 (28.8) 531 (36.1) 602 (39.2) 

Income level           

 Low 340 (24.4) 332 (23.0) 404 (27.3) 463 (29.3) 

<.0001 

471 (31.0) 390 (26.6) 361 (24.7) 317 (21.4) 

<.0001  Medium 796 (50.8) 792 (51.5) 776 (49.6) 814 (53.2) 770 (48.8) 796 (51.1) 799 (51.2) 813 (53.4) 

 High 417 (24.8) 433 (25.6) 381 (23.1) 279 (17.5) 319 (20.2) 377 (22.3) 386 (24.0) 428 (25.3) 

Smoking
3)
  168 (12.3) 157 (11.9) 135 (11.1) 148 (11.0) 0.7413 162 (13.0) 132 (9.8) 149 (11.1) 165 (12.6) 0.1054 

Alcohol consumption4)  688 (45.2) 740 (50.0) 730 (48.6) 606 (43.6) 0.0115 601 (41.7) 672 (46.1) 748 (50.0) 743 (49.8) 0.0003 

Walking5)  686 (45.6) 629 (40.3) 628 (42.2) 655 (41.3) 0.0561 700 (46.1) 627 (40.0) 607 (41.0) 664 (42.7) 0.0273 

Prevalence of obesity            

Obesity by BMI6) 283 (16.5) 319 (19.6) 370 (23.9) 408 (24.1) <.0001 375 (22.7) 361 (21.9) 308 (18.8) 336 (19.8) 0.0885 

Abdominal obesity
7)
 185 (10.4) 249 (15.1) 295 (17.7) 386 (22.4) <.0001 314 (17.8) 291 (17.1) 254 (14.4) 256 (14.9) 0.0607 

Obesity by percent body fat8) 439 (27.4) 497 (32.4) 496 (32.5) 515 (32.2) 0.0180 516 (32.4) 480 (29.6) 453 (29.7) 498 (32.4) 0.3067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9) 74 (4.3) 95 (5.4) 125 (7.9) 164 (9.5) <.0001 133 (7.4) 134 (7.9) 83 (4.7) 108 (6.4) 0.0085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10) 
76 (4.3) 99 (5.7) 132 (7.9) 195 (11.4) <.0001 151 (8.3) 135 (8.1) 96 (5.2) 120 (6.8) 0.0132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11)

 
68 (4.1) 84 (5.1) 111 (6.7) 157 (9.1) <.0001 136 (8.0) 109 (6.2) 80 (4.7) 95 (5.5) 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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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General characteristics of women according to dietary pattern scores (Continued) 

 Meats & Alcohols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Q2 Q3 Q4 p-value1) Q1 Q2 Q3 Q4 p-value 

Age (years)           

 19-29 228 (20.8) 158 (15.4) 229 (22.5) 409 (36.9) 

<.0001 

 

374 (34.4) 270 (25.5) 231 (21.0) 149 (14.8) 

<.0001 

 30-49 794 (52.1) 742 (50.8) 832 (52.5) 829 (47.8) 873 (51.5) 833 (51.7) 778 (51.3) 713 (48.2) 

 50-64 348 (19.4) 433 (23.5) 348 (18.7) 253 (12.7) 184 (9.31) 293 (16.2) 366 (20.1) 539 (29.4) 

 65-74 141 (5.2) 175 (7.0) 119 (4.0) 65 (1.9) 97 (3.0) 123 (4.2) 156 (5.6) 124 (5.0) 

 ≥ 75 65 (2.6) 69 (3.5) 49 (2.3) 20 (0.7) 48 (1.9) 58 (2.4) 46 (2.0) 51 (2.7) 

Living area          

 City 1209 (80.4) 1202 (81.5) 1245 (83.5) 1310 (86.1) 
0.0022 

1238 (82.6) 1202 (81.9) 1247 (83.6) 1279 (84.0) 
0.5847 

 Rural 367 (19.6) 375 (18.5) 332 (16.5) 266 (13.9) 338 (17.4) 375 (18.1) 330 (16.4) 297 (16.0) 

Education level           

 Elementary or less 360 (16.2) 451 (22.1) 335 (15.8) 200 (8.5) 

<.0001 

 

257 (11.1) 365 (17.2) 360 (15.7) 364 (18.0) 

<.0001 

 Middle school 168 (11.4) 169 (10.1) 133 (7.9) 128 (7.9) 102 (6.3) 137 (8.1) 163 (11.2) 196 (12.0) 

 High school 622 (43.7) 527 (39.2) 586 (41.4) 685 (47.1) 690 (48.5) 584 (41.6) 557 (40.0) 589 (41.1) 

 College or more 418 (28.7) 415 (28.6) 517 (34.9) 553 (36.5) 520 (34.1) 476 (33.1) 488 (33.0) 419 (28.8) 

Income level          

 Low 416 (26.6) 404 (27.1) 344 (23.2) 375 (26.3) 

0.2145 

445 (29.4) 409 (26.8) 375 (25.7) 310 (20.6) 

<.0001  Medium 792 (52.5) 790 (50.5) 819 (51.7) 777 (50.2) 766 (49.0) 839 (54.4) 774 (49.7) 799 (51.8) 

 High 348 (21.0) 362 (22.4) 396 (25.1) 404 (23.5) 347 (21.6) 313 (18.8) 402 (24.7) 448 (27.6) 

Smoking 137 (10.1) 122 (9.8) 140 (10.6) 209 (15.6) 0.0001 231 (17.6) 154 (12.1) 134 (9.9) 89 (6.0) <.0001 

Alcohol consumption  604 (41.0) 577 (39.5) 667 (44.7) 916 (61.0) <.0001 803 (54.3) 713 (47.7) 661 (45.3) 587 (39.4) <.0001 

Walking 657 (42.0) 624 (41.3) 670 (44.4) 647 (41.9) 0.4700 648 (42.9) 645 (43.5) 621 (39.3) 684 (43.9) 0.1262 

Prevalence of obesity            

Obesity by BMI 349 (20.9) 375 (22.4) 332 (20.9) 324 (19.2) 0.3036 342 (21.0) 330 (18.8) 348 (21.6) 360 (21.9) 0.2506 

Abdominal obesity 293 (17.0) 315 (18.0) 255 (15.3) 252 (14.1) 0.0575 285 (16.8) 273 (15.3) 292 (16.6) 265 (15.3) 0.6309 

Obesity by percent body fat 504 (31.7) 492 (32.6) 474 (29.5) 477 (30.4) 0.4115 491 (32.7) 488 (31.1) 492 (30.4) 476 (29.5) 0.4063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9) 118 (6.9) 127 (7.6) 114 (7.0) 99 (5.1) 0.0547 123 (7.4) 111 (5.8) 115 (6.9) 109 (6.3) 0.4171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10) 
134 (7.4) 144 (8.7) 120 (7.4) 104 (5.2) 0.0055 134 (7.6) 119 (6.6) 131 (7.3) 118 (6.8) 0.7323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11)

 
120 (6.8) 118 (7.5) 104 (6.3) 78 (4.0) 0.0024 109 (6.6) 111 (6.0) 108 (6.1) 92 (5.4) 0.6977 

1)
 P-values for the difference between sex groups were evaluated by chi-square test. 

2)
 Values are N(%). 

3) 
Smoked more than 100 cigarettes for the rest of the life and smoke currently.

 4) 
Drinking more than once a month for the last year. 

5)
 More than 30 

minutes per walk, and practice more than 5 days a week. 6) BMI ≥25kg/m2.  7)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8) Percent body fat ≥25% for men, ≥35% for women. 9) Obesity by BMI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0)

 Obesity by waist circumference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11) 

Obesity by percent body fat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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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식사 패턴 점수에 따른 다량영양소 섭취 특성 

 

 각 패턴 별 다량 영양소 섭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식사 

패턴의 4 사분위 그룹의 열량 및 다량영양소의 구성을 확인하였다 

(Table 5-1,5-2). 다량영양소의 구성 확인을 위하여 3 대 영양소의 

에너지 비율을 비교하였다.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식사 패턴 점수가 

높은 집단의 에너지 섭취량,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P<0.0001), 탄수화물 및 단백질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패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식사 패턴 

점수가 높은 집단의 에너지 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고 (P<0.0001), 탄수화물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낮았다 (P<0.0001). 

 ‘육류 및 알코올’ 패턴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식사 패턴 점수가 

높은 집단의 에너지 섭취량, 단백질 및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고 (P<0.0001), 탄수화물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낮았다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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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에서는 남성의 경우 식사 패턴 

점수가 높은 집단의 에너지 섭취량과 지방의 에너지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P<0.0001), 탄수화물 및 단백질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P<0.01). 여성의 경우는 식사 패턴 점수가 높은 

집단의 탄수화물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고 지방의 에너지 

비율은 유의하게 낮았다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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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Distribution of macronutrients intake by quartile of 

dietary pattern scores in men 

 

Men (n=4,264) 

Energy intake 

(kcal) 
% EER1) 

% Energy 

from 

Carbohydrate  

% Energy 

from 

Protein  

% Energy 

from Fat 

White rice & Kimchi     

 Q1 2442.9 (31.0)2) 100.1 (1.3) 62.5 (0.4) 14.6 (0.2) 22.9 (0.3) 

 Q2 2488.6 (31.7) 103.8 (1.3) 63.2 (0.4) 15.8 (0.2) 21.0 (0.3) 

 Q3 2436.0 (29.0) 102.8 (1.2) 64.5 (0.4) 16.0 (0.2) 19.4 (0.3) 

 Q4 2022.0 (28.5) 87.3 (1.2) 70.5 (0.4) 15.5 (0.2) 14.0 (0.3) 

p-for 
trend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Sea foods, Oils & Sweets     

 Q1 2186.1 (33.6) 92.6 (1.4) 68.4 (0.5) 13.8 (0.2) 17.9 (0.4) 

 Q2 2404.2 (31.0) 101.3 (1.3) 66.0 (0.4) 15.0 (0.1) 19.0 (0.3) 

 Q3 2402.6 (30.1) 100.1 (1.2) 64.3 (0.4) 15.7 (0.2) 20.0 (0.3) 

 Q4 2455.6 (31.5) 101.7 (1.3) 61.0 (0.3) 17.0 (0.2) 22.0 (0.3) 

p-for 
trend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Meats & Alcohols     

 Q1 1990.8 (28.7) 84.0 (1.2) 70.5 (0.3) 13.9 (0.1) 15.6 (0.3) 

 Q2 2241.1 (29.1) 94.4 (1.2) 69.5 (0.3) 13.8 (0.1) 16.7 (0.3) 

 Q3 2393.6 (28.5) 99.8 (1.2) 64.1 (0.3) 15.5 (0.2) 20.3 (0.3) 

 Q4 2798.1 (33.3) 116.3 (1.4) 55.8 (0.4) 18.3 (0.2) 25.9 (0.3) 

p-for 
trend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2337.5 (30.9) 96.5 (1.3) 64.0 (0.3) 14.6 (0.2) 21.3 (0.3) 

 Q2 2472.7 (32.8) 102.7 (1.3) 63.6 (0.4) 15.8 (0.2) 20.7 (0.3) 

 Q3 2384.2 (30.4) 100.4 (1.3) 64.8 (0.4) 15.9 (0.2) 19.4 (0.3) 

 Q4 2271.6 (32.7) 97.0 (1.4) 67.0 (0.4) 15.6 (0.2) 17.4 (0.3) 

p-for 
trend 

0.0630 0.9373 <0.0001 0.0002 <0.0001 

1)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2) mean (standard error) . 3)  All P values were calculated from a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to test differences between quartile groups of each dietary patter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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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Distribution of macronutrients intake by quartile of 

dietary pattern scores in women 

 

Women (n=6,306) 

Energy intake 

(kcal) 
% EER1) 

% Energy 

from 

Carbohydrate  

% Energy 

from 

Protein  

% Energy 

from Fat 

White rice & Kimchi     

 Q1 1798.2 (22.8) 92.5 (1.2) 64.1 (0.3) 13.9 (0.1) 22.1 (0.3) 

 Q2 1732.2 (18.5) 90.3 (1.0) 65.6 (0.3) 14.9 (0.1) 19.5 (0.2) 

 Q3 1715.2 (21.0) 90.5 (1.1) 67.7 (0.3) 14.9 (0.1) 17.4 (0.3) 

 Q4 1483.4 (16.6) 80.5 (0.9) 73.4 (0.3) 14.1 (0.1) 12.5 (0.2) 

p-for 
trend 

<.0001 <.0001 <.0001 0.0155 <.0001 

Sea foods, Oils & Sweets     

 Q1 1570.6 (17.6) 83.5 (0.9) 71.4 (0.4) 12.6 (0.1) 16.0 (0.3) 

 Q2 1671.7 (20.4) 88.4 (1.1) 70.0 (0.3) 13.8 (0.1) 16.3 (0.3) 

 Q3 1748.2 (19.3) 91.5 (1.0) 67.0 (0.3) 14.9 (0.1) 18.1 (0.2) 

 Q4 1771.6 (23.6) 91.7 (1.2) 61.7 (0.3) 16.3 (0.2) 22.0 (0.3) 

p-for 
trend 

<.0001 <.0001 <.0001 <.0001 <.0001 

Meats & Alcohols     

 Q1 1514.2 (19.7) 80.2 (1.0) 71.2 (0.3) 13.8 (0.1) 15.0 (0.2) 

 Q2 1631.4 (20.6) 87.2 (1.1) 72.4 (0.3) 13.1 (0.1) 14.5 (0.2) 

 Q3 1725.9 (19.0) 90.8 (1.0) 68.6 (0.3) 14.0 (0.1) 17.5 (0.2) 

 Q4 1876.4 (21.2) 96.4 (1.1) 58.6 (0.3) 16.6 (0.1) 24.9 (0.3) 

p-for 
trend 

<.0001 <.0001 <.0001 <.0001 <.0001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1684.5 (20.7) 86.7 (1.0) 65.5 (0.3) 14.3 (0.1) 20.3 (0.3) 

 Q2 1708.8 (19.5) 89.4 (1.0) 66.7 (0.3) 14.5 (0.1) 18.7 (0.3) 

 Q3 1689.9 (19.8) 89.3 (1.0) 67.0 (0.4) 15.0 (0.1) 18.0 (0.3) 

 Q4 1687.6 (21.9) 90.3 (1.2) 70.7 (0.3) 13.9 (0.1) 15.3 (0.2) 

p-for 
trend 

0.9384 0.0211 <.0001 0.2401 <.0001 

1) EER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2) mean (standard error) . 3)  All P values were calculated from a generalized linear model 

(GLM) to test differences between quartile groups of each dietary pattern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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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식사 패턴과 비만과의 관련성 

연구 대상자들의 식사 패턴 별 비만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식사 패턴의 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4 분위로 나누어, 각 분위 별 

비만 위험요인의 오즈비 (OR)와 95% 신뢰구간 (95% CI)을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1, Table 6-2, Table 7-1, Table 7-

2 와 같다. 모든 모델에서 나이, 소득수준, 교육수준, 흡연 정도, 

음주 정도, 걷기 실천율을 보정했다. 

 Table 6-1 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패턴 점수의 4 사분위에서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OR=1.30 CI=1.03-1.63, P-for trend=0.3788). 

또한, ‘육류 및 알코올’ 패턴 점수의 2 사분위에서 MUA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0.71 

CI=0.52-0.97, P-for trend=0.5056).  

 Table 6-2 의 여성의 경우를 보면,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의 

3 사분위에서 BMI 기준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OR=1.28 CI=1.05-1.57, P-for trend=0.3486) 2 사분위, 3 사분위, 

4 사분위에서도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식사 패턴 점수에 따른 유의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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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분위: OR=1.34 CI=1.02-1.76, 3사분위: OR=1.37 CI=1.07-1.76, 

4 사분위: OR=1.08 CI=1.08-1.82, P-for trend=0.0121). 또한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의 2 사분위에서 체지방률 기준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OR=1.22 CI=1.01-1.46, P-for 

trend=0.8059). 반면 여성의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의 2 사분위에서 BMI 기준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OR=0.80 CI=0.65-0.99, P-for trend=0.8516) 2 사분위와 

4 사분위에서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식사 패턴 점수에 따른 유의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분위: OR=0.79 CI=0.63-0.99, 4 사분위 OR=0.71 CI=0.56-0.90, 

P-for trend=0.0125).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의 

4 사분위에서 체지방률 기준 비만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식사 

패턴 점수에 따른 유의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0.79 

CI=0.66-0.95, P-for trend=0.0137). 같은 패턴의 2 사분위 

4 사분위에서 MU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2 사분위: OR=0.66 

CI=0.48-0.92, 4 사분위: OR=0.68 CI=0.48-0.96, P-for 

trend=0.0684) 4 사분위에서 MUA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OR=0.68 CI=0.48-0.96, P-for trend=0.0527). 마지막으로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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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의 4 사분위에서 

MUOBFP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식사 패턴 점수에 따른 

유의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0.65 CI=0.45-0.95, P-for 

trend=0.0314).  

 Table 7-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BMI 기준 비만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MHO 와 MUO 의 오즈비를 산출하였다. 남성의 

경우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의 3 사분위와 4 사분위에서 

MH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3 사분위: OR=0.61 CI=0.42-

0.89, 4 사분위: OR=0.59 CI=0.40-0.87) MU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3 사분위: OR=1.63 CI=1.12-2.36, 4 사분위: OR=1.69 

CI=1.15-2.50, P-for trend=0.0032). 여성의 경우 또한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의 4 사분위에서 MH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고 

(OR=0.61 CI=0.41-0.91) MU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OR=1.63 CI=1.10-2.43, P-for trend=0.0278). 반면 여성의 경우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의 4 사분위에서 MH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고 (OR=1.66 CI=1.06-2.58) MUO 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OR=0.60 CI=0.39-0.94, 

P-for trend=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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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2 에서는 BMI 기준 비만이 아닌 대상자를 대상으로 

MHNW 와 MUNW 의 오즈비를 산출하였으나 남녀 모두 모든 식사 

패턴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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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obesity with various criteria by quartile of dietary pattern scores in men 

 White rice & Kimchi Sea foods, Oils & Sweets 

 Q1 Q2 Q3 Q4 
p-for 
trend1) 

Q1 Q2 Q3 Q4 
p-for 
trend 

Obesity by BMI2) 
1.00 

(reference) 

0.90  

(0.73-1.10) 

1.01  

(0.81-1.26) 

1.02  

(0.8-1.29) 
0.8309 

1.00 

(reference) 

0.92  

(0.74-1.15) 

0.92  

(0.74-1.14) 

1.18  

(0.95-1.46) 
0.4280 

Abdominal obesity3) 
1.00 

(reference) 

0.82  

(0.64-1.04) 

0.95  

(0.73-1.22) 

1.03  

(0.78-1.36) 
0.8988 

1.00 

(reference) 

1.02  

(0.80-1.31) 

0.92  

(0.72-1.17) 

1.30  

(1.03-1.63) 
0.3788 

Obesity by percent body fat4) 
1.00 

(reference) 

1.04  

(0.83-1.31) 

1.02 

 (0.80-1.30) 

0.95 

(0.72-1.24) 
0.7861 

1.00 

(reference) 

1.00  

(0.78-1.28) 

0.86  

(0.67-1.10) 

1.13  

(0.89-1.43) 
0.8376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5) 
1.00 

(reference) 

1.02  

(0.76-1.38) 

1.27  

(0.93-1.73) 

1.37  

(0.98-1.92) 
0.0435 

1.00 

(reference) 

1.03  

(0.75-1.41) 

1.13  

(0.81-1.58) 

1.28  

(0.91-1.79) 
0.1754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6) 

1.00 

(reference) 

0.89  

(0.64-1.23) 

1.14 

(0.83-1.58) 

1.37  

(0.97-1.94) 
0.0689 

1.00 

(reference) 

1.02  

(0.74-1.40) 

1.13  

(0.81-1.57) 

1.36  

(0.96-1.92) 
0.1073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7) 

1.00 

(reference) 

1.16  

(0.81-1.64) 

1.01  

(0.69-1.46) 

1.17  

(0.79-1.75) 
0.6038 

1.00 

(reference) 

1.10  

(0.76-1.59) 

0.85  

(0.56-1.28) 

1.32  

(0.90-1.93) 
0.8562 

 Meats & Alcohols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Q2 Q3 Q4 
p-for 
trend 

Q1 Q2 Q3 Q4 
p-for 
trend 

Obesity by BMI 
1.00 

(reference) 

0.82  

(0.65-1.03) 

0.98  

(0.79-1.23) 

0.90  

(0.71-1.15) 
0.7788 

1.00 

(reference) 

1.09  

(0.87-1.36) 

1.07  

(0.85-1.34) 

1.04 

(0.83-1.30) 
0.7929 

Abdominal obesity 
1.00 

(reference) 

0.85  

(0.66-1.11) 

0.97  

(0.74-1.26) 

0.88  

(0.66-1.17) 
0.5745 

1.00 

(reference) 

0.91  

(0.70-1.19) 

1.07  

(0.83-1.37) 

0.95  

(0.74-1.23) 
0.9590 

Obesity by percent body fat 
1.00 

(reference) 

0.92  

(0.72-1.17) 

1.02  

(0.81-1.29) 

1.06  

(0.83-1.35) 
0.4439 

1.00 

(reference) 

1.02  

(0.80-1.28) 

0.94  

(0.74-1.20) 

0.92  

(0.72-1.17) 
0.4120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0.74  

(0.55-1.003) 

0.77 

(0.57-1.04) 

0.75  

(0.54-1.04) 
0.1964 

1.00 

(reference) 

1.02  

(0.74-1.40) 

1.31  

(0.97-1.79) 

1.18  

(0.85-1.63) 
0.1884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 

1.00 

(reference) 

0.71  

(0.52-0.97) 

0.92 

(0.67-1.26) 

0.80 

(0.56-1.15) 
0.5056 

1.00 

(reference) 

1.03  

(0.74-1.43) 

1.17  

(0.84-1.63) 

1.10  

(0.79-1.55) 
0.4691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1.00 

(reference) 

0.77  

(0.53-1.11) 

0.88  

(0.63-1.24) 

0.68  

(0.45-1.04) 
0.1222 

1.00 

(reference) 

0.88 

(0.62-1.25) 

0.93  

(0.65-1.34) 

0.90  

(0.61-1.34) 
0.6663 

1) Calculated using the logistic model. 2) BMI ≥25kg/m2.  3)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4) Percent body fat ≥25% for men, ≥35% for women. 5) Obesity by BMI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6) Obesity by waist circumference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7) Obesity by percent body fat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8) All values were adjusted for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smoking, alcohol consumption, walking, daily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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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obesity with various criteria by quartile of dietary pattern scores in women 

 White rice & Kimchi Sea foods, Oils & Sweets 

 Q1 Q2 Q3 Q4 
p-for 
trend1) 

Q1 Q2 Q3 Q4 
p-for 
trend 

Obesity by BMI2) 
1.00 

(reference) 

1.12  

(0.91-1.39) 

1.28  

(1.05-1.57) 

1.04  

(0.83-1.30) 
0.3486 

1.00 

(reference) 

1.03  

(0.83-1.28) 

0.93  

(0.76-1.15) 

1.04  

(0.84-1.27) 
0.8735 

Abdominal obesity3) 
1.00 

(reference) 

1.34 

(1.02-1.76) 

1.37  

(1.07-1.76) 

1.40  

(1.08-1.82) 
0.0121 

1.00 

(reference) 

1.08  

(0.85-1.37) 

1.01  

(0.81-1.26) 

1.13 

(0.90-1.42) 
0.3584 

Obesity by percent body fat4) 
1.00 

(reference) 

1.22  

(1.01-1.46) 

1.11  

(0.91-1.36) 

0.96  

(0.79-1.18) 
0.8059 

1.00 

(reference) 

0.94  

(0.78-1.13) 

1.01  

(0.82-1.24) 

1.18  

(0.97-1.42) 
0.0418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5) 
1.00 

(reference) 

1.08  

(0.72-1.61) 

1.45  

(0.99-2.14) 

1.33  

(0.9-1.98) 
0.0688 

1.00 

(reference) 

1.21  

(0.88-1.67) 

0.78  

(0.55-1.13) 

1.19  

(0.88-1.61) 
0.6446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6) 

1.00 

(reference) 

1.11  

(0.74-1.66) 

1.38  

(0.94-2.04) 

1.40  

(0.93-2.12) 
0.0640 

1.00 

(reference) 

1.16  

(0.85-1.59) 

0.87  

(0.62-1.23) 

1.25  

(0.92-1.70) 
0.3092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7) 

1.00 

(reference) 

1.05  

(0.69-1.58) 

1.24  

(0.84-1.82) 

1.17  

(0.77-1.77) 
0.3334 

1.00 

(reference) 

0.93  

(0.67-1.29) 

0.80  

(0.57-1.12) 

1.05  

(0.77-1.44) 
0.8032 

 Meats & Alcohols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Q2 Q3 Q4 
p-for 
trend 

Q1 Q2 Q3 Q4 
p-for 
trend 

Obesity by BMI 
1.00 

(reference) 

1.06  

(0.87-1.28) 

1.09  

(0.88-1.34) 

1.05  

(0.85-1.30) 
0.6779 

1.00 

(reference) 

0.80 

(0.65-0.99) 

0.94  

(0.77-1.16) 

0.93  

(0.75-1.16) 
0.8516 

Abdominal obesity 
1.00 

(reference) 

0.99  

(0.80-1.24) 

0.93  

(0.74-1.18) 

0.98 

(0.77-1.24) 
0.7909 

1.00 

(reference) 

0.79  

(0.63-0.99) 

0.85  

(0.68-1.06) 

0.71  

(0.56-0.90) 
0.0125 

Obesity by percent body fat 
1.00 

(reference) 

1.03  

(0.87-1.22) 

0.96  

(0.79-1.16) 

1.10  

(0.92-1.32) 
0.4008 

1.00 

(reference) 

0.87  

(0.73-1.05) 

0.84  

(0.70-1.02) 

0.79  

(0.66-0.95) 
0.0137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05  

(0.76-1.44) 

1.13  

(0.82-1.56) 

0.90 

(0.63-1.28) 
0.6242 

1.00 

(reference) 

0.66 

(0.48-0.92) 

0.79  

(0.57-1.09) 

0.68  

(0.48-0.96) 
0.0684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 

1.00 

(reference) 

1.14  

(0.83-1.56) 

1.14  

(0.83-1.57) 

0.96  

(0.69-1.33) 
0.7362 

1.00 

(reference) 

0.72  

(0.52-1.00) 

0.79  

(0.57-1.09) 

0.68  

(0.48-0.96) 
0.0527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1.00 

(reference) 

1.02  

(0.73-1.44) 

0.99  

(0.72-1.37) 

0.75  

(0.52-1.09) 
0.1240 

1.00 

(reference) 

0.77  

(0.54-1.09) 

0.76  

(0.53-1.07) 

0.65  

(0.45-0.95) 
0.0314 

1) Calculated using the logistic model. 2) BMI ≥25kg/m2.  3) Waist circumference ≥90 cm for men, ≥85 cm for women. 4) Percent body fat ≥25% for men, ≥35% for women. 5) Obesity by BMI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6) Obesity by waist circumference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7) Obesity by percent body fat with metabolically obese defined using NCEP ATPⅢ 

criteria. 8) All values were adjusted for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smoking, alcohol consumption, walking, daily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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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metabolically healthy and unhealthy obesity by quartile of dietary pattern scores  in obese 

subjects 

 White rice & Kimchi Sea foods, Oils & Sweets 

 Q1 Q2 Q3 Q4 
p-for 
trend1) 

Q1 Q2 Q3 Q4 
p-for 
trend 

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2) 

1.00 

(reference) 

0.75  

(0.52-1.08) 

0.61  

(0.42-0.89) 

0.59  

(0.40-0.87) 
0.0032 

1.00 

(reference) 

0.99  

(0.67-1.47) 

0.8  

(0.55-1.16) 

0.87  

(0.58-1.31) 
0.3824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3) 

1.00 

(reference) 

1.33  

(0.93-1.92) 

1.63  

(1.12-2.36) 

1.69  

(1.15-2.50) 

1.00 

(reference) 

1.01  

(0.68-1.50) 

1.25  

(0.86-1.82) 

1.15  

(0.76-1.73) 

Wo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0.89 

(0.59-1.33) 

0.89 

(0.59-1.35) 

0.61 

(0.41-0.91) 
0.0278 

1.00 

(reference) 

0.81 

(0.54-1.22) 

1.33 

(0.88-2.01) 

0.82 

(0.57-1.20) 
0.5950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13  

(0.75-1.69) 

1.12  

(0.74-1.70) 

1.63  

(1.10-2.43) 

1.00 

(reference) 

1.23 

(0.82-1.87) 

0.75  

(0.50-1.14) 

1.22  

(0.83-1.77) 

 Meats & Alcohols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Q2 Q3 Q4 
p-for 
trend 

Q1 Q2 Q3 Q4 
p-for 
trend 

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28  

(0.87-1.87) 

1.38  

(0.96-1.99) 

1.33  

(0.89-1.99) 
0.2523 

1.00 

(reference) 

1.04  

(0.73-1.49) 

0.73  

(0.51-1.05) 

0.86  

(0.58-1.28) 
0.2488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0.78  

(0.54-1.15) 

0.73  

(0.50-1.05) 

0.75  

(0.50-1.13) 

1.00 

(reference) 

0.96  

(0.67-1.37) 

1.37  

(0.96-1.95) 

1.16  

(0.78-1.72) 

Wo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00 

(0.67-1.48) 

1.02 

(0.69-1.49) 

1.16 

(0.76-1.77) 
0.4748 

1.00 

(reference) 

1.33 

(0.91-1.94) 

1.27 

(0.86-1.87) 

1.66 

(1.06-2.58) 
0.0336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00  

(0.68-1.49) 

0.99  

(0.67-1.44) 

0.87  

(0.57-1.32) 

1.00 

(reference) 

0.75  

(0.51-1.10) 

0.79  

(0.53-1.17) 

0.60  

(0.39-0.94) 

1) Calculated using the logistic model. 2) BMI ≥25kg/m2 and metabolically healthy according to NCEP ATPⅢ criteria 3) BMI ≥25kg/m2 and metabolically unhealthy according to NCEP ATPⅢ criteria 4) All values were 

adjusted for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smoking, alcohol consumption, walking, daily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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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2 Odds ratios and 95% confidence intervals for metabolically healthy and unhealthy non-obesity weight by quartile of dietary pattern scores  

in non-obese subjects 

 White rice & Kimchi Sea foods, Oils & Sweets 

 Q1 Q2 Q3 Q4 
p-for 
trend1) 

Q1 Q2 Q3 Q4 
p-for 
trend 

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2) 

1.00 

(reference) 

1.11 

(0.66-1.90) 

0.78 

(0.48-1.27) 

0.85 

(0.51-1.40) 
0.2906 

1.00 

(reference) 

0.92 

(0.60-1.42) 

0.91 

(0.57-1.45) 

0.92 

(0.56-1.51) 
0.7677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3) 

1.00 

(reference) 

0.90 

(0.53-1.53) 

1.28  

(0.79-2.08) 

1.18  

(0.72-1.95) 

1.00 

(reference) 

1.08  

(0.71-1.67) 

1.10  

(0.69-1.77) 

1.09  

(0.66-1.79) 

Wo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09 

(0.64-1.88) 

1.45 

(0.84-2.51) 

0.98 

(0.57-1.70) 
0.9603 

1.00 

(reference) 

1.09 

(0.69-1.75) 

1.06 

(0.66-1.71) 

1.33 

(0.84-2.10) 
0.2378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0.91  

(0.53-1.57) 

0.69  

(0.40-1.20) 

1.02  

(0.59-1.76) 

1.00 

(reference) 

0.92  

(0.57-1.46) 

0.94  

(0.59-1.51) 

0.75  

(0.48-1.19) 

 Meats & Alcohols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Q1 Q2 Q3 Q4 
p-for 
trend 

Q1 Q2 Q3 Q4 
p-for 
trend 

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00 

(0.62-1.61) 

0.91 

(0.57-1.44) 

1.13 

(0.66-1.93) 
0.6539 

1.00 

(reference) 

1.41 

(0.85-2.33) 

1.49 

(0.93-2.38) 

1.28 

(0.81-2.02) 
0.3746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00  

(0.62-1.62) 

1.10  

(0.69-1.76) 

0.89  

(0.52-1.53) 

1.00 

(reference) 

0.71  

(0.43-1.18) 

0.67  

(0.42-1.08) 

0.78  

(0.50-1.24) 

Women           

 Metabolically 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1.21 

(0.77-1.90) 

1.17 

(0.75-1.81) 

1.2 

(0.72-2.00) 
0.5424 

1.00 

(reference) 

0.94 

(0.58-1.52) 

0.97 

(0.59-1.58) 

1.16 

(0.71-1.88) 
0.4442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1.00 

(reference) 

0.83  

(0.53-1.30) 

0.86  

(0.55-1.33) 

0.83  

(0.50-1.39) 

1.00 

(reference) 

1.07  

(0.66-1.73) 

1.04  

(0.63-1.69) 

0.86  

(0.53-1.40) 

1) Calculated using the logistic model. 2) BMI ≥25kg/m2 and metabolically healthy according to NCEP ATPⅢ criteria 3) BMI ≥25kg/m2 and metabolically unhealthy according to NCEP ATPⅢ criteria 4) All values were 

adjusted for age, income level, education level, smoking, alcohol consumption, walking, daily energy intake.  



41 

 

제 4 장. 고찰 

 

 본 연구는 2008 년부터 2011 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 10,570 명의 식사 패턴을 파악하고 각 식사 

패턴에 따른 비만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여성의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와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의 위험성 간에 양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여성의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와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 체지방률 기준 비만 그리고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 사이에서 역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흰 쌀밥 및 김치’ 식사 패턴의 

점수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 사이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했고, 여성에게서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 사이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한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남성의 경우 BMI 기준 

비만의 유병률이 체지방률 기준 비만의 유병률에 비하여 높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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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성의 경우 BMI 기준 비만의 유병률이 체지방률 기준 

비만의 유병률에 비하여 낮았다. 미국 17-65 세의 665 명을 

대상으로 실행 된 Jackson 등 (36)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BMI 일 

때 여성의 체지방률이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10.4% 높았다. 또한 

미국 성인 202 명을 대상으로 한 Gallagher 등 (37)의 연구에 

의하면 같은 BMI 를 가지고 있을 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전 

생애에 거쳐 체지방률이 높았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성별에 따른 BMI 를 이용한 비만 진단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BMI 기준 비만인 대상자를 대상으로 

대사상태를 고려한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보았는데,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의 유병률 (남성: 66.4%, 여성: 68.9%)이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 유병률 (남성: 33.6%, 여성: 31.7%)보다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 한국의 성인 

5,267 명을 대상으로 한 Lee 등의 (38) 연구에 의하면 비만한 

대상자들의 47.9%가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이었고 52.1%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과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유병률과 차이를 보였다. Stefan 등 (15)의 연구에 의하면 

대사적으로 건강한 비만과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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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및 행동 개선은 차이를 보이며, 비만 치료에 있어서 대사 

상태를 고려한 방법을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패턴, ‘육류 및 알코올’ 패턴,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이 

추출되었다.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의 경우 다른 패턴들에 비하여 

패턴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65 세 이상의 고령층의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 및 소득 수준이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성인을 

9,850 명을 대상으로 식사 패턴 연구를 수행한 Kim 등 (39)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식사 패턴으로 ‘쌀밥 및 김치’ 패턴, 

‘육류 및 알코올’ 패턴, ‘고지방, 당류 및 커피’ 패턴, ‘곡류, 채소류 및 

생선류’ 패턴이 추출되었고,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에 따라 

고령층의 비율이 다른 패턴들에 비하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40-79 세 성인 40,547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Shimazu 등 

(40) 의 식사 패턴 연구에 의하면 쌀밥, 두류, 콩 가공 식품, 어류, 

채소류, 과일류 및 녹차 등으로 구성 된 일본식 식사 패턴, 동물성 

식품들로 구성 된 동물성 식사 패턴, 음주가 거의 없는 다량의 

유제품, 다량의 과일 및 채소류로 구성 된 저 음주 식사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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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되었고, 쌀밥의 섭취가 높은 일본식 식사 패턴의 경우 식사 

패턴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다른 패턴들에 비해 고령층의 비율이 

높았고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식사 패턴 점수와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비만은 BMI 기준 비만이 아닌 허리둘레 기준 복부비만 및 체지방률 

기준 비만이었다. 또한 유의한 연관성은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났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에서 허리 둘레와 체지방률 간의 

연관성이 BMI 와의 상관관계보다 높은 것을 나타낸다. 미국에서 

9,088 명을 대상으로 BMI, DEXA 를 이용한 체지방률을 사용하여 

비만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연구한 Shash 등 (41) 의 연구에 

의하면 BMI 를 고려한 비만 유병률과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유병률을 비교하였을 때, 대상자의 약 26%가 BMI 기준 비만으로 

판정되었고 대상자의 약 64%가 체지방률 기준 비만으로 

판정되었다. 대상자의 약 39%가 체지방률 기준으로 비만이었지만 

BMI 를 기준으로는 비만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다. 특히 혈중 렙틴 

수치가 30ng/mL 이상인 여성의 비만 진단에 있어서 BMI 가 

약 9kg/m2 과소 평가될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성인 

12,901 명을 대상으로 체지방률, BMI, 허레둘레, 허리둘레-키 

비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Flegal 등 (42)의 연구에 의하면,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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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체지방률과 허리둘레 간의 상관관계가 체지방률과 BMI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체지방률과 BMI 간의 

상관관계가 체지방률과 허리둘레 간의 상관관계보다 더 높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여성의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와 복부비만 

위험성 간에 양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은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사 패턴으로 흰 쌀밥과 김치가 식사의 

주를 이루고 다른 식품군은 거의 섭취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성인 10,089 명을 대상으로 단면 연구로 수행된 Kim 등 

(29)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고 지방, 당류 그리고 커피’ 패턴, ‘육류 및 알코올’ 패턴, ‘곡류, 

채소류 그리고 생선류’ 패턴으로 제시하였고 각 식사 패턴 점수를 

3 분위수 하여 BMI 기준 비만의 위험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BMI 기준 

비만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사분위: 

OR=1.16 CI=1.04-1.30, 3 사분위: OR=1.19 CI=1.06-1.33, P-for 

trend=0.0039). 국외의 식사 패턴 연구 중 쌀밥이 주가 되는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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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비만의 위험성을 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매사츄세츠 주에 거주하는 60-92 세의 히스패닉 계 노인 인구와 비 

히스패닉 계 노인 인구의 식사 패턴의 차이와 그에 따른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Lin 등 (43)의 연구를 살펴보면, 히스패닉 계 노인 

인구의 쌀밥 중심의 식사 패턴의 섭취가 다른 종류의 식사 패턴에 

비하여 BMI 를 기준으로 한 비만의 유병률이 약 5% 높았고 

복부비만의 유병률을 약 3% 높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흰 쌀밥 및 

김치’ 식사를 할 경우 정제된 곡물의 섭취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탄수화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일류 및 채소류의 섭취가 중요하다는 Fung 등의 (44)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흰 쌀밥과 김치 외의 다른 

식품군에 의존하지 않는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의 특징이 비만의 

위험성을 높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식사가 

빵류, 육류 등으로 이루어진 서양식 식사에 비하여 비만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간주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대표적인 식사 

패턴인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은 복부 비만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7 

 

본 연구에서 여성의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와 

복부비만,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한 비만, 그리고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의 비만 사이에 역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통 곡류, 과일, 두류 및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사는 복부비만 및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802 명의 40-65 세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Williams 등 (45)에 의해 수행된 단면 연구에서는 채소류, 

과일류, 및 생 곡류 등으로 구성 된 건강한 식사 패턴의 섭취는 

허리-엉덩이 비율을 평균적으로 약 -0.29 낮추며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다 (P<0.01). 과일류, 곡류, 두류 및 견과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중해식 식사 패턴과 복부비만의 상관성에 대한 

18 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진행한 Bendall 등 (46)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살펴본 결과, 총 12 개의 연구에서 성인의 지중해식 식사 

패턴의 섭취가 허리둘레를 약 0.41cm 에서 10.4cm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곡류, 채소류, 과일류 등으로 구성된 

식사를 할 경우 곡류를 통하여 포화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를 

줄일 수 있고 n-3 계 지방산, 섬유소를 포함한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채소류 및 과일류를 통하여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의 미량영양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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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47). 이는 본 

연구에서 또한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이 한국 성인의 

비만과 더불어 대사적인 상태를 고려한 비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할 수 있었다. 

식사 패턴에 따른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분석에서는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의 점수에 따라 남성, 

여성에게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고,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의 

점수에 따라 여성에게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성인 

3,050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Choi 등(4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 여성의 고 탄수화물 식사가 저 탄수화물 식사에 비하여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상체중의 위험성을 약 2.5 배 높이고, 

한국 여성의 고 단백 식사가 저 단백 식사에 비하여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상체중의 위험성을 약 0.6 배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에게서 식사 패턴과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상체중의 유의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오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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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에게서 증가하고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에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오즈비가 여성에게서 감소한 

것은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이 고 탄수화물, 저 단백 식사인 것에 

비하여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이 저 탄수화물, 고 단백 

식사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식사 패턴을 조사하였고 

식사 패턴과 여러가지 비만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식사 패턴과 비만과의 상관성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 이미 비만한 대상자들의 식사 

패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색해본 결과 관련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고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식사 조사 자료는 1 일 24 시간 섭취 회상법을 이용한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평소 식사 (usual intake)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 성인 8,024 명의 3 일 식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식사 패턴과 암 발생 위험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본 Wie 등 (49)의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의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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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패턴으로 ‘채소 및 생선류’ 패턴, ‘쌀밥 및 김치’ 패턴, ‘과일 및 

유제품’ 패턴, ‘육류 및 당류’ 패턴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 성인 

1,828 명의 3 일 식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인의 식사 패턴과 

골밀도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본 Shin 등 (50)의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주요한 식사패턴으로 ‘쌀밥 및 김치’ 패턴, ‘난류, 육류 및 

밀가루’ 패턴, ‘과일 및 통 곡류’ 패턴, ‘패스트 푸드 및 소다’ 패턴을 

제시하였다. 한국 성인의 식사 패턴과 특정 질환들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 본 다른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가 1 일 24 시간 섭취 

회상법을 사용하여 식사 패턴을 파악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의 평소 

식사(usual intake) 반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3 일 식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한국 성인의 식사 패턴과 유사한 

식사 패턴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 본 연구의 식사 패턴에 따른 

연구 결과는 유의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에서 

추출한 식사 패턴은 전체 변수에 대한 설명력의 합이 33.3%로 

대한민국 성인의 식사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식을 기반으로 식사 패턴을 추출 한 선행 연구들의 일반적인 

식사 패턴 설명력의 합이 일반적으로 20%대 후반인 것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에서 추출된 식사 패턴은 상대적으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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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외 식사 패턴과 비만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비만을 BMI 로만 

정의하고 있고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체지방 

및 대사 상태를 고려한 비만과 식사 패턴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가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파악하고 식사 패턴과 비만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추후 2 일 이상의 식사 자료를 사용하고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식사 자료 및 비만 지표를 함께 

분석한다면, 한국인의 체지방 및 대사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생활 개선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추후 연구에 있어서 체중 조절의 시도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사용하여 비만한 대상자들의 식사 패턴 변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민감도 평가를 함께 진행한다면 식행동 변화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로 인하여 한국인들의 식행동 변화를 위한 

보건학적으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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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2008-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19 세 이상의 

한국 성인 10,570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식사 패턴을 파악하고 

식사 패턴과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및 대사 

상태를 고려한 비만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성인의 주요한 식사 패턴으로 ‘흰 

쌀밥 및 김치 (White rice & Kimchi pattern)’ 패턴, ‘해산물, 오일류 

및 당류 (Sea food, Oils & Sweets pattern)’ 패턴, ‘육류 및 알코올 

(Meats & Alcohol pattern) 패턴’, 그리고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Other grains, Legumes, Nuts & Fruits pattern)’ 패턴이 

추출되었다. 

둘 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한국인의 주요식사 패턴과 BMI, 

허리둘레,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및 대사 상태를 고려한 비만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여성의 ‘흰 쌀밥 및 김치’ 패턴 점수와 

허리둘레를 고려한 복부비만 간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여성의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와 허리둘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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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복부비만,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체지방률 기준 비만 사이에서 역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 점수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 사이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녀 모두에게서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의 점수와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 사이의 양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셋 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식사 패턴에 따른 

유의미한 유병률의 연관성을 나타낸 비만의 기준은 BMI 를 고려한 

비만이 아닌 허리둘레를 고려한 복부비만 및 체지방률을 고려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넷 째, 본 연구를 통하여 식사 패턴과 건강하지 못한 비만과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는데, ‘흰 쌀밥 및 김치’ 패턴의 점수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서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과일류’ 

패턴의 점수에 따라 대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비만의 위험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4 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된 식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단면연구로 대상자들의 평소 식사 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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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3 일 식사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된 

관련 연구와 유사한 식사 패턴을 제시하였고 비만한 사람들의 식사 

패턴 변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식사 패턴과 비만과의 연관성의 인과관계를 유의하게 

제시하였다고 사료된다.  

 추후 2 일 이상의 식사 자료를 사용하고 남녀 간의 신체적 

차이점을 고려한 후속연구를 진행한다면 한국인의 체지방 및 

대사적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생활 개선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각종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보건학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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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dietary 

patterns and obesity according 

to body fat and metabolic status  

among Korean adults 

Jin-young Jung 

Public Health Nutri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dietary pattern and obesity according 

to BMI, waist circumference, body fat percent and metabolic 

status among Korean adults.  

Methods: Using data from the 2008-2011 Korean National 

Health (KNHANES)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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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f 10,570 subjects aged over 19 years were included in 

this study. Based on 24-recall dietary data of KNHAES, it 

was classified into 18 food groups and food pattern analysis 

was conducted. Then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 to four 

groups according to quartile of dietary pattern score. 

Obesity was defined by BMI (≥25kg/m2), Waist 

circumference (men ≥90cm, women ≥85cm), Body fat 

percent (men ≥25%, women ≥35%). Additionally, obesity 

was defined by the joint of each obesity definition and 

metabolic health status as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Metabolically Unhealthy Abdominal Obesity’, and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Metabolic health status was diagnosed by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NCEP ATP Ⅲ) criteria.  

Results: Four dietary patterns were derived using factor 

analysis (white rice and kimchi pattern; sea food, oils and 

sweets pattern; meats and alcohols pattern; other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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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umes, nuts and fruits pattern). Each dietary pattern 

explained 11.1%, 8.2%, 7.2%, 6.8% of the variation in food 

intakes. The ‘White rice and kimchi’ pattern scor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bdominal obesity in women (Q4: 

OR=1.08, 95%CI= 1.08~1.82, P-for trend=0.0121). On the 

other hand, ‘Other grains, legumes, nuts and fruits’ pattern 

score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abdominal obesity (Q4: 

OR=0.71, 95%CI=0.56~0.90, P-for trend=0.0125), obesity 

by body fat percent (Q4: OR=0.79, 95%CI= 0.66~0.95, P-for 

trend=0.0137), and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Q4: OR=0.65, 95%CI=0.45-0.95, P-for 

trend=0.0314) in women. Furthermore, we found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Other grains, legumes, nuts and fruits’ 

pattern score and prevalence of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in both sex (In men Q4: OR=1.69, 95%CI=1.15~2.50, 

P-for trend=0.0032, In women Q4: OR=1.63, 

95%CI=1.10~2.43, P-for trend=0.0278). All values were 

obtained after being adjusted for age,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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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level, smoking, alcohol consumption, walking and 

daily energy intak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s ‘White rice and kimchi’ 

pattern includes white rice and kimchi may be associated 

with increasing risk of abdominal obesity and ‘Other grains, 

legumes, nuts and fruits’ pattern may be associated with 

lower risk of abdominal obesit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and Metabolically unhealthy obesity by body fat percent 

especially in Korean women.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causal relationship through cohort studies or clinical trial 

studies. 

 

 

Keywords: Korean adult, Dietary pattern, Obesity 

Student number: 2017-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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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2 월 정 진영 

 

 

 

 

 

Jabez cried out to the God of Israel, “Oh, that you would bless 

me and enlarge my territory! Let your hand be with me, and keep 

me from harm so that I will be free from pain.” And God granted 

his request. Chronicles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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