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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인 질환에 비해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나아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방법: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암, 간부전, 신부전, 우울증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저하된 분율을 확인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EQ-5D(Euroqol 5D)에 포함된 각 하위 

항목으로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care), 

일상생활(usual activities),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감(anxiety/depression)에 대해 평가하였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위해 EQ-5D 인덱스 점수를 이용하였다. 

 

결과: 총 22,51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고 이 중에서 건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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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이 저하된 군은 약 34%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는  

커피 섭취 빈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은 성별, 연령  

대를 나누어 보았을 때에도 경향성이 변하지 않았다. 커피를 하루  

한 잔 미만 마시는 군에 비해 커피를 하루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는 군에서 보정 후 상대위험도가 각각 0.82, 0.65, 0.56 (P for 

trend < 0.001)였으며,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대해 EQ-5D의 다섯 

가지 하위 항목 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와 전반적인 삶의 질 점수를 

보았을 때 모두 커피 섭취가 증가할수록 삶의 질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 for trend < 0.001).  

 

결론: 커피 섭취는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상승과 관련이 있었다. 

향후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이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 

주요어: 커피, 삶의 질, EuroQol 5D 

학  번: 2013 – 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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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커피는 세계 무역량에서 1위인 석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기호음료이다 (1). 

세계적으로 커피는 하루 약 25억잔 정도가 소비되는데 그 중 

한국은 세계 11위로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 (2).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국내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커피 음료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음료로 섭취하는 총 에너지 섭취량의 약 50%를 

차지하였고 커피 음료 섭취량은 2010년을 기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3). 이렇듯 커피 소비가 증가하고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커피 섭취와 다양한 질환과의 관련성이 제시되고 있다. 

커피에는 흔히 알려진 카페인(caffeine) 외에도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 옥시히드로퀴논 (hydroxy 

hydroquinone) 등 1,00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커피의 효과는 이 성분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4-6). 그 성분들은 잠재적으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인체에 해로운 활성 산소(free radical)를 제거하는데, 그 효과로 

당뇨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질환, 간암,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10). 한편 

커피 섭취로 인한 각성 효과나 위와 같은 질환에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섭취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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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아토르바스타틴(atorvastatin)과 같은 일부 약제의 효과가 

감소되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11). 

그 외 연구마다 효과를 일으키는 커피의 양에 있어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일정량 이상의 커피 섭취가 유방암, 전립선암, 

류마티스관절염은 물론 일부에서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15). 커피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수 십 

년째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유해한 효과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하루 서너 잔 이상)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렇게 커피와 신체적인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신 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그에 비해 많지 

않다. 커피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각성효과를 일으키고 집중력을 

높여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정맥의 위험 또한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6, 17). 

또한 커피는 우울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심한 우울감을 낮추고 

잠재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18-2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조차 결과의 방향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 측면에서 해석할 때에는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커피가 

사망률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가 많지만 그것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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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커피가 유통되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었고 

계속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인스턴트커피가 주를 이뤘지만 90년대 이후 원두커피 문화가 

보급되었고 최근에는 보다 신선한 원두를 찾고, 생두를 직접 갈아 

손으로 내려 마시는 문화가 유행하는 등 커피 문화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커피를 마시는 행위 안에는 사회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요인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커피를 통한 

정신적인 건강증진의 효과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표성 있는 남녀 인구를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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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1. 자료원 

본 연구는 제4기(2007년-2009년)와 5기(2010년-2011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민 건강영양조사는 

1998년 제1기 조사를 시작으로 과거에는 3년 주기로 실시하였으나 

연중 조사체계로 개편 후 제4기(2007-200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현재까지 5기(2012년) 결과가 

공개된 상태이다. 조사 목적은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률의 

현황,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의 대표성 

및 신뢰성 있는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1). 커피 섭취에 대한 정보는 식품섭취빈도 조사 및 24시간 

회상조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12년 식품섭취빈도 조사는 

2014년 말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2012년을 제외한 5기 

자료(2010-2011년)와 4기 자료(2007년-2009년)를 이용하였다. 

 

2. 연구 대상 

제4기와 5기(2007년–2011년) 국민 건강영양 조사자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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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성인은 총 31,712명으로 그중 커피 섭취 빈도 조사에 

참여한 성인은 27,282명(남자 11,166명, 여자 16,116명)이었다. 

그중에서 삶의 질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25,335명(남자 

1,0,142명, 여자 15,193명 제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신체적 

질환(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간부전, 신부전)에 이환된 성인 

(남자 878명, 여 1,095명)은 제외하였다. 우울증 또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우울증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대상(남자 130명, 여자 

713명)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2,519 명(남자 9,134 

명, 여자 13,385 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Figure 1). 

 

3. 커피 섭취 

대상자의 커피 섭취 수준은 제4기와 5기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 

수집된 식품섭취빈도 조사(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에서 수집된 커피 섭취 빈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였다. 커피 

섭취 빈도는 9가지 (거의 안 먹음, 1 년에 6~11 회, 한 달에 1 회, 

한 달에 2~3 회, 일주일에 1 회, 일주일에 2~3 회, 일주일에 4~6 

회, 하루 1 회, 하루 2 회, 하루 3 회)로 구분하여 응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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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커피의 반감기가 반나절을 넘지 않는 

점 (22), 커피 섭취 빈도에 따른 대상자의 분포를 보았을 때 하루 

한 번보다 적게 마시는 경우 빈도가 극히 적은 범주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루에 섭취하는 커피의 빈도에 따라 ‘하루 1회 미만’, 

‘하루 1 회’, ‘하루 2 회’, ‘하루 3 회’의 네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민감도 분석에서는 커피 섭취 패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였는데, 커피의 종류에 대한 정보는 FFQ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24시간 회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24시간 회상조사 자료로부터 ‘음료 및 차류’로 분류되어 

있는 식품 코드 총 87개를 추출한 후, 커피 및 커피 첨가물 함유 

여부를 선별한 뒤 식품명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커피 종류를 총 

두 그룹(‘원두커피’, ‘인스턴트커피’)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커피 섭취 빈도 및 종류가 다양한 분포를 보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 24시간 이내 ‘원두커피’ 만을 마신 경우를 

‘원두커피를 마시는 자’로 정의하고, ‘인스턴트커피’에 대해서도 조사 

시점 24시간 이내 ‘인스턴트커피’ 만을 마신 경우를 

‘인스턴트커피를 마시는 자’로 정의하였다. 

 

4. 삶의 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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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영양조사 중 건강 설문조사 부문에서 ‘활동 제한 및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은 HRQoL 측정도구인 EQ-5D-3L 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EQ-5D-3L 은 1987 년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다수의 연구자들이 만든 Euroqol 그룹에서 1990 년에 개발한 

HRQoL 측정을 위한 포괄적 도구로써, 관련 연구가 2011 년 현재 

2269 개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EQ-5D은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 HRQoL 

측정도구로서의 타당도(Validity), 신뢰도(Reliability), 

반응도(Responsiveness), 민감도(Sensitivity)가 입증되어 있다 

(23, 24). 본 연구에서는 ‘활동 제한’ 관련 설문 내용은 제외하고 

‘삶의 질’ 관련 EQ-5D 변수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EQ-5D 

조사표에는 하위 항목으로써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

care), 일상생활(usual activities), 통증/불편감(pain/ discomfort), 

불안/우울감(anxiety/despression)의 다섯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대해 ‘① 나는 ○○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② 

나는 ○○을 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다 ③ 나는 ○○을 할 수가 

없다’ 중에 골라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이 변수들에 더해 EQ-5D 

인덱스 변수가 있는데 이것은 응답자가 위의 다섯 가지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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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EQ-5D 건강 상태에 건강 상태 질 

가중치를 반영한 점수로써 최저 0에서 최대 1까지 분포해있어, 

이것을 통해 모든 하위 항목을 종합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추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어있다 (25). 

 

5. 인구사회학적변수 및 생활습관정보 

연령, 성별, 비만도, 소득수준,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취업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변수와 흡연, 음주, 수면시간, 신체활동, 일일 

식품섭취량, 차 섭취량, 약물 복용력과 같은 생활습관변수에 관한 

정보는 건강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령 및 비만도는 

연속변수로써 분석에 이용하였고,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범주형 

변수를 이용하되 교육수준, 월 소득, 취업 여부, 배우자와 동거 여부 

변수를 종합하여 점수화하였다. 각 변수에 대해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일 경우, 월 소득수준은 가구 상위 삼 분위일 경우, 취업 

상태인 경우,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점수를 1점씩 

부여하였고, 만족하는 사회경제적 요건이 2개 미만, 2개, 3개 이상인 

경우로 분류하였다. 흡연력은‘현재 흡연’,과거흡연’,‘비흡연’으로 

구분하였으며, 음주력은 WHO의 기준을 이용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한 번에 마시는 알코올의 양이 60g 이상, 여자의 경우에는 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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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마시는 경우를 ‘폭음’이라고 정의하였다 (26). 신체 활동량은 

권장되는 운동량인,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20분 이상. 또는 저 

강도/중등도 운동을 주 5회 30분 이상 실천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27). 수면시간은‘하루에 보통 몇 시간 

주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조사한 수면시간을 연속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일일 식품섭취량 또한 식품섭취빈도 조사를 

통한 총 에너지 섭취량을 연속변수로써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각종 심뇌혈관질환이나 암, 

간부전, 신부전이 있는 대상자는 제외하였지만, 그 외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다른 질환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각각의 질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고혈압은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측정한 혈압이 수축기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90mmHg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여 여부를 판단하였고 (28), 당뇨병의 경우 

공복 시 측정한 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 또는 당뇨병 약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 투여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다 (29). 그 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진 

동반질환으로, 골다공증,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천식,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는 치료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동반질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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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정의하였다. 

 

6. 통계 분석 

조사대상에 대해 국민 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 지침서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1). 연령 보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구조를 표준인구로 하여 직접 표준화하였다.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삶의 질 저하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과 표본오차로 

제시하였고, 유의성 검정은 변수의 형태에 따라 Chi-square test와 

회귀분석 모델을 적절히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커피 섭취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회귀분석모델을 

사용하였고, 교란요인을 보정하지 않은 분석 모델(Unadjusted)과 

연령, 성별, 비만도, 사회경제적수준, 흡연력, 음주력, 신체 활동량, 

수면시간, 일일 칼로리섭취량, 차 섭취량 및 동반질환에 대해 

보정한 분석 모델(Multivariate model)을 이용하여, 각각에 대한 

상대위험도(Prevalence odds ratios, p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CIs)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성별, 연령에 따른 층화분석 및 커피의 종류에 따른 층화분석을 

시행하였다.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삶의 질 평가를 위해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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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의 각 항목 (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 활동, 통증/불편, 

불안/우울)에서 지장이 있는 분율을 비교하였고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그 분율에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불편감에 대한 

상대위험도(Prevalence odds ratios, pOR)와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 CIs)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을 비교하기 위해 

EQ-5D 인덱스 점수를 이용하여,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보정된 

평균값(Adjusted mean)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Stata 13.1®(StatCorp. Houston, 

TX,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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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udy population framework  

*2007-2011 The Fourth and Fifth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 

 

 

 

 

 

 

 

 

 

 

 

 

 

 

 

 

 

 

 

6,377 without data were excluded 

4,430 without data of coffee consumption 

1,947 without data of quality of life 

  

Study population  

(N = 22,519) 

1,973 with severe physical disease were 

excluded   

874 with any cancer, 594 with 

cerebrovascular disease, 605 with 

cardiovascular disease, 77 with renal 

failure, 51 with liver failure  

N = 25,335 

31,712 men and women aged 19 year and over who 

participate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terview 

and Examination Survey of KNHANES IV-V*  

843 with depression were excluded 

 

N = 2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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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총 22,519명의 대상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 남자는 

9,134 명, 여자는 13,385명이었다. 대상자에 대해 커피 섭취 수준, 

그리고 건강관련 삶의 질(HRQoL) 저하 여부에 따라 나누어 각 

군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건강 관련 삶의 질이 저하된 군은 

7,57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34%에 해당하였다. 

 

1)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가 있는 군은 전체의 33.6%이었다. 삶의 

질 저하가 있는 군에서 연령이 10세가량 높고, 여자가 더 많으며, 

비만도가 높고 사회경제적수준이 낮은 분율이 높았다. 삶의 질 

저하가 있는 군에서 없는 군에 비해 폭음하는 분율 및 차 섭취량은 

더 많았지만, 흡연율, 수면시간, 일일 칼로리섭취량, 권장 운동량을 

실천하는 분율 및 동반질환이 있는 분율은 더 적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하루 한 잔 이상) 분율은 삶의 질 저하가 있는 군에서 더 

적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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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th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Decreased HRQoL
f
 P 

value
g
  No Yes 

Participants, n(%) 14,946(66.4) 7,573 (33.6)  

Age, years 45.0 (14.9) 55.9 (16.4) <0.001 

Men, n(%) 6,861 (45.9) 2,273 (30.0) <0.001 

BMI, kg/m
2
 23.5 (3.3) 23.8(3.5) <0.001 

Socioeconomic statusa, 

n(%) 

  <0.001 

Low 4,208 (28.2) 3,603 (47.6)  

Middle 7,087 (47.4) 3,171 (41.9)  

 High 3,651 (24.4) 799 (10.6)  

Smoking status, n(%)   <0.001 

None 9,928 (66.5) 5,517 (72.9)  

Ex-smoker 1,805 (12.1) 832 (11.0)  

Current smoker 3,206 (21.5) 1,218 (16.1)  

Heavy drinking
b 
, n(%) 6,863 (45.g9) 4,874 (64.4) <0.001 

Sleep, hours/d 6.9 (1.3) 6.7 (1.6) <0.001 

Physically active
c
, n(%)

 
3,605 (24.1) 1,647 (21.8) <0.001 

Total calories intake, 

kcal/day 

1,997.8 

(851.8) 

1,754.4 

(764.3) 

<0.001 

Tea consumption
d
, n(%) 5,173(34.6) 4,202(55.5) <0.001 

No. of comorbidity
e
, n(%) 2,270(15.2) 737(9.7) <0.001 

 0 10,224(68.4) 3,659(48.3)  

 1 3,784(25.3) 2,289(30.2)  

 2≤ 938(6.3) 1,625(21.5)  

Coffee consumption, n(%)   <0.001 

 <1 cup/day 4,819(32.2) 3,100(40.9)  

 1 cup/day 3,732(25.0) 1,976(26.1)  

 2 cups/day 3,460(23.2) 1,436(19.0)  

 3 cups/day 2,935(19.6) 1,0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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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are mean (SD) or proportion as appropriate. 

Abbreviations: BMI, body mass index;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Satisfying any of the following: college graduates; earning more than highest 

tertile of monthly income; employed state; living with spouse. 

b
 Participants who drink alcohol at amount more than 60g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c
 Participants who practic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d 
Consumption of tea more than once a day. 

e 
Participants who have any of these: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hypertension defined as systolic BP ≥ 140 mmHg or diastolic BP ≥ 90 

mmHg, or being under antihypertensive drug treatment; Diabetes mellitus 

defined as fasting serum glucose ≥ 126 mg/dl or HbA1C ≥ 6.5%, or being 

treated with oral drugs or insulin. 

f Participants who have any problem on each EQ-5D dimension. 
g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χ 

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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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약 65%가 하루 한 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고 

있었으며, 연령, 성별, 비만도, 사회경제적요인, 흡연, 음주, 

수면시간, 차 섭취, 동반질환 등 조사한 모든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생활 습관 변수가 커피 섭취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군에서 비만도가 높은 분율이 많았고, 

현재 흡연 중인 분율 및 폭음을 하는 분율이 유의하게 많았다. 일일 

칼로리 섭취량 또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군에서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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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opulation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ffee consumption 

  Frequency of coffee consumption (Cup/d) P-

value* 

Variable Total <1 1 2 3  

Participants, n(%) 22,519 7,919(35.2) 5,708(25.4) 4,896(21.7) 3,996(17.8)  

Age, years 48.6(16.3) 48.5(18.6) 50.4(16.3) 48.5(14.3) 46.5(12.8) <0.001 

Men, n(%) 9,134(40.6) 2,790(35.2) 1,939(34.0) 2,020(41.3) 2,385(59.7) <0.001 

BMI, kg/m
2
 23.6(3.3) 23.3(3.5) 23.6(3.3) 23.7(3.3) 23.8(3.3) <0.001 

Socioeconomic statusa, 

n(%) 

     <0.001 

Low 7,811(34.7) 3,517(44.4) 2,139(37.5) 1,328(27.1) 827(20.7)  

Middle 10,258(45.6) 3,194(40.3) 2,513(44.0) 2,437(49.8) 2,114(52.9)  

 High 4.450(19.8) 1,208(15.3) 1,056(18.5) 1,131(23.1) 1,055(26.4)  

Smoking status, n(%)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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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 15,445(68.6) 5,974(75.5) 4,171(73.1) 3,392(69.3) 1,908(47.8)  

Ex-smoker 2,637(11.7) 894(11.3) 694(12.2) 566(11.6) 483(12.1)  

Current smoker 4,424(19.7) 1,043(13.2) 843(14.8) 934(19.1) 1,604(40.2)  

Heavy drinking
b 
, n(%) 10,782(47.9) 3,350(42.3) 2,532(44.4) 2,527(51.6) 2,373(59.4) <0.001 

Sleep, hours/d 6.8(1.4) 6.9(1.5) 6.9(1.3) 6.9(1.3) 6.8(1.3) <0.001 

Physically active
c
, n(%)

 
5,252(23.3) 1,772(22.4) 1,326(23.2) 1,135(23.2) 1,019(25.5) 0.002 

Total calories intake, 

kcal/day 

1,915.9 

(831.4) 

1824.8 

(782.1) 

1822.47(77

0.9) 

1940.4 

(810.5) 

2199.7 

(958.9) 

<0.001 

Tea consumption
d
, n(%) 3,007(13.4) 497(6.3) 963(16.9) 856(17.5) 691(17.3) <0.001 

No. of comorbidity
e
, 

n(%) 

9,089(40.4) 1,889(39.8) 2,503(43.9) 1,905(38.9) 1,369(34.3) <0.001 

 0 13,883(61.7) 4,754(60.0) 3,321(58.2) 3,076(62.8) 2,732(68.4)  

 1 6,073(27.0) 2,088(26.4) 1,609(28.2) 1,372(28.0) 1,004(25.1)  

 2≤ 2,563(11.4) 1,077(13.6) 778(13.6) 448(9.2) 260(6.5)  

Values are mean (SD) or proportion a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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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body mass index. 

*t-test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χ 2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a
 Including any of those two or three variables: college graduates; earning more than highest tertile of monthly income; employed state; living 

with spouse. 

b
 Drink alcohol at amount more than 60g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c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d
 Including: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dyslipidemia,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pulmonary tuberculosis, asthma, 

atopic dermatitis, thyroid disease, viral hepatitis B and C; hypertension defined as systolic BP ≥ 140 mmHg or diastolic BP ≥ 90 mmHg, or 

being under antihypertensive drug treatment; Diabetes mellitus defined as fasting serum glucose ≥ 126 mg/dl or HbA1C ≥ 6.5%, or being 

treated with oral drugs or insulin; Dyslipidemia defined as serum total cholesterol ≥ 240 mg/dl or receiving lipid lowering drugs. 

e 
Consumption of tea more than once a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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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 섭취 수준과 삶의 질과의 관계 

1)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HRQoL) 저하 

 커피 섭취 수준과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건강 

관련 삶의 질은 커피 섭취 빈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커피를 하루 한 잔도 마시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커피를 하루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실 때 각각 OR 값이 0.77, 0.73, 0.78로 

커피 섭취 빈도가 증가할수록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P for trend < 0.001, Table 3). 이러한 경향성은 

성별을 층화해서 보았을 때에도 유지되었다 (남녀 모두에서 P for 

trend <0.001,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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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crea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ffee consumption 

Coffee 

consumption 

Estimated 

proportion

 % (SE) 

Crude OR 

(95% CI) 

P value Multivariate-

adjusted OR
a
 

(95% CI) 

P value 

 <1 cup/day 31.0(0.6) 1(Ref)  1(Ref)  

 1 cup/day 29.4(0.7) 0.82 

(0.77-0.88) 

<0.001 0.77 

(0.71-0.84) 

<0.001 

2 cus/day 25.7(0.7) 0.65 

(0.60-0.70) 

<0.001 0.73 

(0.67-0.79) 

<0.001 

3 cups/day 23.5(0.8) 0.56 

(0.52-0.61) 

<0.001 0.78 

(0.71-0.85) 

<0.001 

P for trend   <0.001  <0.001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Adjusted for age (continuous); sex (binary); body mass index (continuou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presence of occupation and 

spouse); smoking status (never, past, and current smoker); heavy drinking 

(60g or more alcohol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sleep duration 

(continuous); regular exercis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total energy intake (continuous); number of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tea consumption (drinking 1 

or more cups of tea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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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crea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ffee consumption stratified by 

sex 

Coffee 

consumption 

Estimated 

proportion

 % (SE) 

Crude OR 

(95% CI) 

P value Multivariate-

adjusted OR
a
 

(95% CI) 

P value 

Men (n = 9,134) 

 <1 cup/day 21.3(0.9) 1(Ref)  1(Ref)  

 1 cup/day 21.8(1.1) 0.86 

(0.75-0.99) 

0.696 0.91 

(0.79-1.04) 

0.168 

2 cus/day 19.7(1.0) 0.68 

(0.59-0.78) 

<0.001 0.74 

(0.64-0.86) 

<0.001 

3 cups/day 19.4(0.9) 0.75 

(0.66-0.86) 

<0.001 0.79 

(0.69-0.91) 

0.001 

P for trend   <0.001  <0.001 

Women (n=13,385) 

 <1 cup/day 39.3(0.8) 1(Ref)  1(Ref)  

 1 cup/day 35.0(0.9) 0.69  

(0.63-0.76) 

<0.001 0.72 

(0.65-0.79) 

<0.001 

2 cus/day 31.7(1.0) 0.67 

(0.61-0.75) 

<0.001 0.73 

(0.66-0.81) 

<0.001 

3 cups/day 32.2(1.4) (0.65-0.83) <0.001 0.79 

(0.69-0.89) 

<0.001 

P for trend   <0.001  <0.001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Adjusted for age (continuous); sex (binary); body mass index (continuou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presence of occupation and 

spouse); smoking status (never, past, and current smoker); heavy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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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g or more alcohol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sleep duration 

(continuous); regular exercis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total energy intake (continuous); number of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tea consumption (drinking 1 

or more cups of tea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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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다섯 가지 영역별 삶의 질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로서 EQ-5D 

의 다섯 가지 하위 항목별 문제가 있는 비율을 커피 섭취 빈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모든 하위 항목에서 커피 섭취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운동능력(mobility), 자기관리(self-

care), 일상생활(usual activities), 통증/불편감(pain/ 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spression)의 다섯 개 항목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통증/불편감의 경우 가장 많았고 

‘자기관리’의 경우 가장 적었다. 다섯 가지 모든 항목에서 연령 

및 다른 관련 변수를 보정하였을 때, 커피 섭취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를 호소하는 분율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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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blems on each EQ-5D dimension, by categories of 

coffee consumption 

Coffee 

consumption 

Estimated 

proportion

 % (SE) 

Crude OR 

(95% CI) 

P value Multivariate-

adjusted OR
a
 

(95% CI) 

P value 

Decreased mobility 

 <1 cup/day 12.6(0.4) 1(Ref)  1(Ref)  

 1 cup/day 11.8(0.5) 0.82 

(0.75-0.89) 

<0.001 0.79 

(0.71-0.87) 

<0.001 

2 cus/day 8.7(0.4) 0.54 

(0.49-0.60) 

<0.001 0.71 

(0.63-0.80) 

<0.001 

3 cups/day 7.2(0.4) 0.42 

(0.37-0.47) 

<0.001 0.74 

(0.64-0.85) 

<0.001 

P for trend   <0.001  <0.001 

Difficulty with self-care 

 <1 cup/day 3.3(0.2) 1(Ref)  1(Ref)  

 1 cup/day 2.6(0.2) 0.67 

(0.56-0.79) 

<0.001 0.68 

(0.57-0.82) 

<0.001 

2 cus/day 1.9(0.2) 0.50 

(0.41-0.61) 

<0.001 0.76 

(0.61-0.94) 

0.011 

3 cups/day 1.2(0.2) 0.33 

(0.26-0.43) 

<0.001 0.64 

(0.48-0.85) 

0.002 

P for trend   <0.001  <0.001 

Problems performing usual activities 

 <1 cup/day 8.7(0.3) 1(Ref)  1(Ref)  

 1 cup/day 7.2(0.4) 0.69 

(0.62-0.77) 

<0.001 0.68 

(0.60-0.77) 

<0.001 

2 cus/day 4.7(0.3) 0.42 

(0.37-0.48) 

<0.001 0.57 

(0.49-0.66) 

<0.001 

3 cups/day 3.4(0.3) 0.30 

(0.26-0.36) 

<0.001 0.54 

(0.45-0.65) 

<0.001 

P for trend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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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n or discomfort  

 <1 cup/day 21.9(0.5) 1(Ref)  1(Ref)  

 1 cup/day 22.0(0.6) 0.86 

(0.80-0.93) 

<0.001 0.83 

(0.77-0.91) 

<0.001 

2 cus/day 18.8(0.7) 0.68 

(0.62-0.74) 

<0.001 0.78 

(0.71-0.85) 

<0.001 

3 cups/day 17.0(0.7) 0.61 

(0.56-0.67) 

<0.001 0.83 

(0.75-0.92) 

<0.001 

P for trend   <0.001  <0.001 

Anxious or depressed 

 <1 cup/day 11.3(0.4) 1(Ref)  1(Ref)  

 1 cup/day 10.3(0.5) 0.85 

(0.77-0.94) 

0.002 0.85 

(0.77-0.95) 

0.004 

2 cus/day 8.6(0.5) 0.69 

(0.61-0.77) 

<0.001 0.80 

(0.71-0.90) 

<0.001 

3 cups/day 7.6(0.5) 0.57 

(0.50-0.64) 

<0.001 0.77 

(0.66-0.88) 

<0.001 

P for trend   <0.001  <0.001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a
 Adjusted for age (continuous); sex (binary); body mass index (continuou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presence of occupation and 

spouse); smoking status (never, past, and current smoker); heavy drinking 

(60g or more alcohol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sleep duration 

(continuous); regular exercis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total energy intake (continuous); number of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tea consumption (drinking 1 

or more cups of tea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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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도 분석  

1) 연령대로 층화분석 

건강 관련 삶의 질 저하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특성을 보았을 때 

(Table 2) 연령에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연령을 보정한 것에 

추가적으로 연령을 50대를 기준으로 층화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Table 6). 50세 미만인 경우와 50세 이상인 경우 모두에서 커피를 

하루 한 잔 미만, 한 잔, 두 잔, 세 잔을 마실 경우 삶의 질 저하의 

상대위험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것은 관련 요인을 모두 

보정했을 때에도 유지되었는데, 50세 이상인 경우 더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두 경우 모두 P for trend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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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crea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ffee consumption, stratified by 

age of 50 

 

Coffee 

consumption 

Estimated 

proportion

 % (SE) 

Crude OR 

(95% CI) 

P 

value 

Multivariate-

adjusted OR
a
 

(95% CI) 

P value 

< 50 year-old age (n = 12,144) 

 <1 cup/day 21.5(0.7) 1(Ref)  1(Ref)  

 1 cup/day 19.3(0.9) 0.82 

(0.73-0.92) 

0.001 0.76 

(0.67-0.86) 

<0.001 

2 cus/day 19.6(0.9) 0.83 

(0.74-0.93) 

0.002 0.78 

(0.69-0.88) 

<0.001 

3 cups/day 20.0(0.9) 0.87 

(0.77-0.98) 

0.023 0.90 

(0.79-1.03) 

0.029 

P for trend   0.009  0.041 

≥ 50 year-old age (n = 10,375) 

 <1 cup/day 51.7(1.0) 1(Ref)  1(Ref)  

 1 cup/day 46.1(1.1) 0.75 

(0.68-0.83) 

<0.001 0.81 

(0.73-0.90) 

<0.001 

2 cus/day 37.3(1.3) 0.55 

(0.50-0.61) 

<0.001 0.73 

(0.65-0.82) 

<0.001 

3 cups/day 33.3(1.5) 0.45 

(0.40-0.51) 

<0.001 0.70 

(0.61-0.80) 

<0.001 

P for trend   <0.001  <0.001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Adjusted for age (continuous); sex (binary); body mass index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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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presence of occupation and 

spouse); smoking status (never, past, and current smoker); heavy drinking 

(60g or more alcohol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sleep duration 

(continuous); regular exercis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total energy intake (continuous); number of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tea consumption (drinking 1 

or more cups of tea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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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피의 종류에 따른 층화분석 

24시간 회상조사를 통해 얻은 커피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을 커피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Table 7). 전체 대상자 중에 인스턴트 커피만 마시는 경우는 

12,607명(56%)이었지만 원두커피만 마시는 경우는 

616명(2.7%)로 적은 분율에 해당하였다. 커피의 종류별로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 

인스턴트커피만 마시는 경우와 원두커피만 마시는 경우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인스턴트커피, 원두커피에서 

각각 P for trend = 0.128, 0.372). 하지만 인스턴트커피의 경우, 

하루 한 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루 한 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서는 하루 한 잔도 안 마시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삶의 질 

저하가 감소하였다 (P for trend = 0.036). 하지만 원두커피만 

마시는 경우에는 하루 한 잔 이상, 그 미만으로 구분하여도 커피 

섭취 빈도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 

for trend = 0.232). 원두커피의 정의에 대해 더 넓게 정의하여, 

인스턴트커피 섭취 유무와 관계없이 원두커피를 한 잔이라도 마신 

경우를 ‘원두커피 섭취자’로 정의해본 결과 원두커피만 마시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커피 섭취 빈도와 삶의 질 간에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OR, 0.77; P for trend, 0.223)(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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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ecrea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coffee consumption, stratified by 

type of coffee 

Coffee 

consumption 

Estimated 

proportion

 % (SE) 

Crude OR 

(95% CI) 

P value Multivariate-

adjusted OR
c
 

(95% CI) 

P value 

Brewed coffee
a
 (n = 616) 

 <1 cup/day 24.4(4.5) 1(Ref)  1(Ref)  

 1 cup/day 21.8(3.3) 0.85 

(0.51-1.42) 

0.538 0.81 

(0.47-1.40) 

0.443 

2 cus/day 10.5(2.3) 0.57 

(0.32-1.01) 

0.055 0.58 

(0.31-1.07) 

0.082 

3 cups/day 22.4(5.1) 0.83 

(0.45-1.51) 

0.536 0.86 

(0.45-1.65) 

0.647 

P for trend   0.239  0.372 

 <1 cup/day 24.4(4.5) 1(Ref)  1(Ref)  

 ≥1 cup/day 18.3(2.1) 0.74 

(0.47-1.18) 

0.206 0.74 

(0.45-1.21) 

0.232 

Instant coffee
b
 (n = 12,607) 

 <1 cup/day 28.7(1.5) 1(Ref)  1(Ref)  

 1 cup/day 29.8(0.9) 1.04 

(0.91-1.19) 

0.532 0.89 

(0.77-1.03) 

0.105 

2 cus/day 26.8(0.8) 0.81 

(0.71-0.93) 

0.002 0.84 

(0.73-0.97) 

0.019 

 

3 cups/day 23.2(0.8) 0.68 

(0.60-0.78) 

<0.001 0.88 

(0.76-1.02) 

0.091 

P for trend   <0.00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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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up/day 28.7(1.5) 1(Ref)  1(Ref)  

 ≥1 cup/day 26.5(0.5) 0.84 

(0.75-0.95) 

0.006 0.87 

(0.76-0.99) 

0.036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Participants who take only brewed coffee. 

b 
Participants who take only instant coffee.

 

c 
Adjusted for age (continuous); sex (binary); body mass index (continuou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presence of occupation and 

spouse); smoking status (never, past, and current smoker); heavy drinking 

(60g or more alcohol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sleep duration 

(continuous); regular exercis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total energy intake (continuous); number of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tea consumption (drinking 1 

or more cups of tea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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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Decrea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brewed coffee consumption, 

regardless of instant coffee consumption (n = 1,029) 

Coffee 

consumption 

Estimated 

proportion

 % (SE) 

Crude OR 

(95% CI) 

P 

value 

Multivariate-

adjusted OR
a
 

(95% CI) 

P 

value 

 <1 cup/day 23.8(4.1) 1(Ref)  1(Ref)  

 1 cup/day 22.3(2.9) 0.85 

(0.53-1.35) 

0.486 0.77 

(0.47-1.25) 

0.291 

2 cus/day 13.9(2.0) 0.69 

(0.44-1.11) 

0.127 0.67 

(0.41-1.10) 

0.117 

3 cups/day 23.6(3.1) 0.90 

(0.56-1.43) 

0.642 0.88 

(0.54-1.45) 

0.613 

P for trend   0.596  0.697 

 <1 cup/day 23.8(4.1) 1(Ref)  1(Ref)  

 ≥1 cup/day 19.9(1.6) 0.81 

(0.54-1.21) 

0.297 0.77 

(0.50-1.18) 

0.223 

Abbreviations: CI, confidence interval; OR, odds ratio; HRQo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
 Adjusted for age (continuous); sex (binary); body mass index (continuou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presence of occupation and 

spouse); smoking status (never, past, and current smoker); heavy drinking 

(60g or more alcohol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sleep duration 

(continuous); regular exercis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total energy intake (continuous); number of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tea consumption (drinking 1 

or more cups of tea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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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전반적인 건강관련 삶의 질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전반적인 건강 관련 삶의 질 변수로서 EQ-5D 인덱스 점수를 

보았을 때 남녀 모두에서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Figure 2). 커피 

섭취 군에 따른 EQ-5D 인덱스 점수의 보정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커피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삶의 질 만족도가 증가하였다 

(P for trend 는 남녀, 남자, 여자에서 각각 < 0.001, < 0.001,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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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ultivariate-adjusteda means of EQ-5D index score 

according to coffee consumption (All participants, men, wome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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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a 
Adjusted for age (continuous); sex (binary); body mass index (continuous);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 monthly income, presence of occupation and 

spouse); smoking status (never, past, and current smoker); heavy drinking 

(60g or more alcohol at once in men, and 40g in women); sleep duration 

(continuous); regular exercise (more than 20 minute of vigorous activity at 

least three times a week, or more than 30 minute of light/moderate activity at 

least five times a week); total energy intake (continuous); number of 

comorbidity (hypertension, diabetes mellitus, osteoporosis, osteoarthritis, 

rheumatoid arthritis, asthma, atopic dermatitis); tea consumption (drinking 1 

or more cups of tea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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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전 국민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는 국민 

건강영양조사 5개년 (2007-201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커피 

섭취와 건강 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보았다. 커피 섭취는 건강 

관련 삶의 질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 경향성은 남녀 

모두에서 유지되었다. 또한 커피 섭취 수준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5가지 차원에 대한 각 영역별 건강 상태를 비교해보았을 때에도 

커피 섭취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 저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Health-related quality of 

life)은 동반질환뿐 아니라 신체 활동량, 비만도, 배우자의 존재 

여부, 소득수준, 학력 등과의 관련성이 기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30-32). 이러한 변수들이 커피 섭취 수준과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지만 표 3–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변수들을 

보정하였을 때에도 유의성이 보존되는 것을 보았을 때 커피 섭취 

수준이 독립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의 3.8%가 전반적인 삶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진 문제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삶의 질 

저하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한국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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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적인 다른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일반 국민의 약 4.1%는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 측면에서 ‘문제 그룹’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3).  이 연구에서는 중증 신체적 질환(암, 심뇌혈관질환, 

신부전 등)이 있는 경우와 우울증으로 치료 중인 대상자를 

제외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본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남녀 분율을 보았을 때에도 삶의 질이 

저하된 군에서 여성의 분율이 15%가량 더 많은 것 또한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았을 때,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군에서 비만도가 높고, 흡연하는 분율, 폭음하는 분율, 및 

일일 칼로리 섭취량이 많은 것은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였으며 

(34), 전체 대상자 중 원두커피만을 마시는 경우가 616명(3%), 

인스턴트커피만을 마시는 경우가 12,607명(56%)으로 나타났는데, 

이 분율은 기존의 최근 수 년 간의 국내 커피 섭취 실태에 조사한 

연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5).  

커피 섭취와 삶의 질과의 관계를 본 기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그 외 다른 정신적인 질환으로서 커피와 불안장애, 

인지 기능, 우울증, 또는 자살 성공률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한 전향적 연구에서 Lucas는 (18) 50,73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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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우울증이 생기는지 

추적한 결과 커피를 하루 두세 잔 마시는 경우 일주일에 1회 이하 

섭취한 군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5% 감소 (95% CI, 0.75 -

0.95)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핀란드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서는 

43,166명의 남녀를 14.6년 동안 추적하였는데 커피 섭취량과 자살 

위험이 J 모양의 관련성을 보였고, 하루 8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자살의 위험을 58%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6). 커피 

섭취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로는 

스페인에서 시행된 연구로 11,423명의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단면 연구가 있었다 (37). 삶의 질 변수로 SF-12를 이용하여 

신체적 요소(physical composite summary)와 정신적 요소(mental 

composite summary)를 나누어 관찰하였는데, 남자에서는 커피 

섭취가 삶의 질과 관계가 없었지만 여자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군에 비해 커피를 마시는 군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정신적 

요소)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커피 섭취가 삶에 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이 결론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방향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는 전체 커피의 효과와 커피의 종류 별 효과를 나누어 

보았을 때 결과가 다르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커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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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종류별로 상이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커피의 종류와 상관없이 커피를 섭취하는 행위 자체가 삶의 질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인스턴트커피만 마신 경우에는 

커피 섭취와 삶의 질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원두커피만 

마신 경우에는 그 경향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인스턴트커피가 더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효과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 원두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분율이 적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품섭취빈도 조사 결과에서 커피의 종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4시간 회상조사 자료에만 의존을 

했는데, 24시간 회상조사는 조사 식품 수에 제한이 없고 대상자의 

부담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일상 섭취의 측정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커피와 같은 

기호식품의 경우 단 1회의 24시간 회상조사 결과만으로는 대상자의 

장기간에 걸친 평상시 섭취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커피의 종류에 관하여서는 자료의 제한이 있고 이에 대해 추후, 

보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커피 종류에 대해 정확한 분류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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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섭취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전으로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기의 길항제(antagonist)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신경계 변화가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9). 대뇌 피질에서 아데노신에 길항작용을 하게 되면 콜린, 

도파민은 물론 세로토닌의 유입을 증가시켜 이것이 각성 효과는 

물론 행복감(wellbeing sense)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커피의 알려진 효과 중 항산화 효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커피는 카페인(caffeine) 뿐 아니라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폴리페놀(polyphenol) 성분으로, 

이것은 차(tea)에 함유되어 있는 양보다 무려 4배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40). 폴리페놀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인데 

뉴런(neuron)에서 총 유리 산화기를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신경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1).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커피 섭취와 

삶의 질을 다룬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커피의 

효용을 따져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충분히 많은 샘플 수(22,519명)를 이용하였고 중증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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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고 건강한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성별 

및 연령대를 층화해서 보았기 때문에 성별, 연령대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고 그 분석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커피 섭취와 삶의 질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 커피 섭취 

수준이 증가해서 삶의 질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이 여러 사회경제학적인 면에서 여유가 더 있어서 커피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커피 관련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커피의 용량 반응 곡선을 통한 비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과성 평가에 제한이 있다. 두번째, 본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에 대한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커피 

섭취 빈도에 대해서는 FFQ를 이용했지만 최다 빈도가 ‘하루 

3회’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그보다 많은 빈도로 섭취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볼 수 없었고, 커피의 종류에 대해서는 24시간 

회상조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조사 시점 24시간 회상조사 만으로는 

평소 먹는 습관과 상이한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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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에서 커피의 종류별 분석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제한된 정보로나마 커피의 종류 별 효과를 구분해서 볼 수 있었던 

점은 이 연구의 강점으로도 볼 수 있다. 셋째,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Q-5D 설문을 이용한 삶의 질 

평가가 어느 정도 타당도 및 신뢰도에 대해 입증을 받기는 했지만, 

커피 섭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 여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건강한 성인에서 커피 섭취는 적정량을 마시는 

경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커피의 종류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원두커피의 경우에는 커피 

섭취와 삶의 질 간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추후 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전향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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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Although diverse health effect of coffee has been 

proven, studies that analyzed mental effect of coffee is scares 

comparing to those of physical effe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ffect of coffee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among healthy adults. 

 

Methods: We analyzed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AHNES) data from 2007 to 2011. 

HRQoL was measured among the subjects over 18, free of any 

severe disease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 

cerebrovascular disease, cancers, and depression) using the 

subcategories of Euroqol 5D (mobility, self-care, usual 

activities, pain/discomfort, anxiety/depression) and EQ-5D 

index score for evaluation of over quality of life. 

 

Results: Among the 22,519 participants, those who had 

decreas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HRQoL) were 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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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ffee consumption was shown to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HRQoL, and the result did not change when 

stratified by sex, and age of 50. Compared to the participants 

who does not drink coffee daily, the multivariate odds ratio of 

decreased HRQoL was 0.82, 0.65, 0.56 (P for trend < 0.001) 

for those consuming once, twice, and three times a day. The 

association was not different in analysis of sub-categories of 

EQ-5D, and overall EQ-5D index score.  

 

Conclusions: There was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offee 

consumption and improved HRQoL. Further prospective 

researches are needed to confirm this fi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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