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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ietary habits, and health-related lifestyle habits of mid-
dle-aged men and women in Seoul and Gyeonggi-do area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670 individuals 
(320 men and, 350 women), aged 40∼64 year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s. The online and written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5.0 program. Although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
ceived health status (P＜0.0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jective stress and the current 
disease status according to sex. For dietary habits, the scores for fruit intake (P＜0.05), meat and fish intake 
(P＜0.05), milk and dairy products intake (P＜0.01), and seaweed intake (P＜0.05) were higher in women 
than men. The scores for three-meal eating (P＜0.05) and water intake (P＜0.01) were higher in men than 
women. For the health-related habits, alcohol-drinking frequency, daily alcohol consumption, smoking experi-
ence, and daily smoking were higher in men than women (P＜0.001). In contrast, caffeinated beverage intake, 
exercise frequency, and daily smart-phone, computer, and TV using time were similar in both sexes. The 
meal-eating time was faster in men than women (P＜0.01). For dietary behavior changes, only appetite 
showed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P＜0.05).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on the perceived 
health status, dietary habits, and health-related lifestyle habits in middle-aged men and women. Nevertheless, 
further research and a practical nutrition program will be needed to solve undesirable dietary habits and im-
prove the health and lifestyle of middle-aged adults according to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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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사회, 경제수준의 향상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2018년 남성의 기대수명은 

79.7세, 여성은 85.7세를 보여 2005년부터 매년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건강수명은 64.4세로 2012년 

이래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

하여 건강을 잃은 기간을 제외한 기대여명으로 ‘얼마

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두고 산출한 건

강지표인 건강수명의 연장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중장년기는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예방적인 

건강행위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시기로 건강관리의 실

천 여부가 노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장년

기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Shin 등 2017).
중장년기는 청년기와 노년기의 중간 연령으로, 그 

시기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Kim 등 

2001) 일반적으로 만 40∼64세 연령의 인구를 말한다

(Jo & Seong 2016). 중장년기는 신체적으로 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고 암과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상승하는 

시기로(Jun 등 2004), 건강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예

방적 건강행위가 필요하고 올바른 건강행위 실천에 

따라 건강한 노년기로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

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준비 등의 노후 준비는 매

우 필요하고 중요하다(Shim & Son 2017). 또한, 종합

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규칙적인 식습관, 운동 및 

수면습관, 금주, 금연 및 적당한 스트레스 관리 등 올

바른 식습관과 긍정적인 생활습관의 실천이 필요하다

고 보고되었다(Kim 등 2004). 성별에 따라 건강수명

과 기대수명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중장년의 노후 준

비 즉, 긍정적인 건강생활양식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의 차이가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주관적인 건강수준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신

의 건강상태와 건강수준을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용이하고 사망률(af Sillén 
등 2005), 만성질환 이환율(Møller 등 1996)과 관련성

이 높기 때문에 인구 집단의 건강상태를 예측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나이, 성별, 교

육수준, 수입, 직업 고용상태 및 생활환경 등의 인구

사회학적 요인(af Sillén 등 2005; Yoon 등 2017), 신체

외형과 관련된 요인(Kwak 등 2011; Yoon 등 2017), 식
습관((Kwak 등 2011) 및 음주, 흡연, 운동 등 건강관

련 생활습관(Kwak 등 2011; Yoon 등 2017), 스트레스

(Yoon 등 2017)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인의 만성퇴행성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매우 다양하여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식습관과 흡연, 음주 및 운동 등 생활습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ie 
2006).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40대, 50대의 주요 사

망원인이 암, 자살, 심장질환, 간질환, 뇌혈관질환으로 

나타나(Statistics Korea 2020),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

방을 위한 식생활과 건강 관련 생활습관 및 우울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정신적 건강관리가 중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만성퇴행성 질환의 발병은 단기간의 

식생활이 아니라 장기간의 식사 섭취 패턴 즉 식습관

에 의하여 발병되므로 중장년기의 식습관은 노년기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Woo & Kim 1997). 불규

칙한 식습관은 신체적 건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개

인의 심리상태, 정서적 안정 등 정신적 건강에도 영

향을 줄 수 있다(Park & Bae 2016). 
또한, 중장년의 식습관과 흡연, 음주, 운동 등 생활

습관은 스트레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는 노년기

의 만성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rownie 2006; Oh 등 2013). 스트레스는 식행동과 연

관되어 음식섭취 패턴에 영향을 주고 과식이나 결식

을 유발하며, 지나친 과식은 비만으로, 결식은 체중감

소로 연결되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Torres & Nowson 2007). 스트레스는 식습관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 스트레스가 높은 성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건강상

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o 등 

2012). 스트레스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상태를 의미하

는데, 스트레스는 건강과 삶의 질을 낮추는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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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중장년은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Oh 2017).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데, 중장년 남성은 다양한 역할 수행과 신체 변화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우울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며, 중장년 여성의 스트레스는 말

초혈관 장애, 위장관계 불편감, 근육긴장 등의 신체

적, 정신적 증상을 유발한다(Han 2007; Jo & Seong 
2016). 중장년의 스트레스와 건강생활양식에 대한 적

절한 관리는 삶의 질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

는 건강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와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개별적으로 관

리하기보다는 함께 관리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장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주관적

인 건강인지, 스트레스,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습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중장년 

남성과 여성을 함께 비교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식습관과 식행동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생활습관 및 스트레스 여부와도 연

관이 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ㆍ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 성인(만 40∼64세)을 대상으로 주관

적인 건강인지, 식습관, 건강 관련 습관 및 스트레스 

등을 조사하여 중장년 남녀 간의 차이를 조사하여 비

교함으로써 중장년 성인의 성별에 따른 영양교육 및 

영양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중장년 성인의 주관적인 건강인지, 식습

관, 건강 관련 습관 및 식행동 변화를 조사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설문지 내용에 동의, 응답이 가능한 만 40∼
64세 중장년 성인을 대상으로 2020년 5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 방법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

터의 조사 및 통계자료 아카이브(KSDC DB)를 이용

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면 설문조사 두 가지 방법으

로 진행하였다. 서면 설문조사는 서울ㆍ경기 지역의 

보건소, 교회, 주민센터 등에 전화 통화 혹은 방문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밝힌 후 해당 기관의 

사전 협조를 받아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본인이 직접 기록하게 하였다. 회수한 설문

지 724부[온라인 설문조사 434부(남성 190부, 여성 244부)
와 서면 설문조사 290부(남성 163부, 여성 127부)] 중 

특정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나 누락

된 응답이 있는 설문지 54부를 제외시켜, 총 670부

[온라인 설문조사 417부(남성 180부, 여성 237부)와 

서면 설문조사 253부(남성 140부, 여성 113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및 승인을 거친 후 진행되었다(심의번호: MJU-2020- 
04-002-01).

1)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성별, 나이, 신체계측, 
결혼 유무, 가족 인원수, 교육수준, 직업, 가구의 총  

한 달 평균 수입을 조사하였다. 체지방과 상관관계가 

높은 체격지수로써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를 비만 판정의 지표로 삼았으며, weight (kg)/height 
(m2)의 공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인의 BMI 25∼29.9를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시아인의 경우 서구인보다 내장형 비만이 심하여 

비만 관련 질환의 이환율이 서구인보다 높으므로 대

한비만학회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지침(WHO Expert 
Consultation 2004)에서 채택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지

침에 따라 BMI 18.5 미만을 저체중군, 18.5∼22.9를 

정상체중군, 23∼24.9를 과체중군, 24.9 이상을 비만

군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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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관적인 건강인지와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인지는 선행연구(Shin 
등 2019)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조

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 인지 등

을 조사하였다.

3)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

조사대상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4)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는 선행연구(Lee 등 2014)
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식습관 조사

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위한 1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여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
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하루에 세 끼 식사

를 한다’,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는 규칙적인 시간

에 항상 적당한 양을 먹는다’, ‘식사를 할 때는 식품 

배합을 생각해서 먹는다’, ‘녹황색 채소를 매일 먹는

다’, ‘과일류를 매일 섭취한다’, ‘고기, 생선, 달걀, 콩

류를 매일 섭취한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

제품을 매일 섭취한다’,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

류를 매일 섭취한다’, ‘하루에 1.5∼2 L 정도(200 mL 
기준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신다’의 10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식습관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값은 0.83이었다.

5) 건강 관련 습관

조사대상자의 건강 관련 습관은 선행연구(Park등 

2016)를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평소 한 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 음주빈도, 1일 음

주량, 흡연 상태, 1일 흡연량,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운동 빈도, 1일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시간에 대

한 8개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음주빈도는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마시지 않는다’로,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2∼
4회 정도’는 ‘한 달에 4회 미만’으로, ‘주 2∼3회 정

도’, ‘주 4회 이상’은 ‘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1일 음주량은 음주자에 대해 ‘1∼2잔’, ‘3∼6잔’, 
‘7잔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흡연상태는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현

재 흡연자에 대해 1일 흡연량을 조사하였고, ‘10개비 

이하’, ‘11∼20개비’, ‘21개비 이상’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또한 운동빈도는 ‘하지 않는다’, ‘주 1∼
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로 나누어 조사

하였다.

6) 식행동 변화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변화는 최근 한 달 동안의 

식행동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식행동 변화는 식사량, 식사 횟수, 식욕, 간식 섭취, 
단 음식 섭취, 매운 음식 섭취, 야식 섭취 횟수 및 과

식 섭취 횟수에 대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

은 ‘감소’, ‘변화 없음’, ‘증가’로 측정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는 SPSS(Version 25,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속변수로 

표시되는 변인은 t-test로 분석하였다. 중장년기 남성

과 여성의 식습관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

고, 일반 사항, 주관적인 건강인지, 건강 관련 습관  

및 식행동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 χ2(chi-square) 
test를 실시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P＜0.05 수준에

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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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sex.

Classification Male (n=320) Female (n=350) Total (n=670) χ2-value P-value

Age (yrs)   2.818 0.244
  40∼49 133 (41.6)1) 130 (37.1) 263 (39.2)
  50∼59 152 (47.5) 168 (48.0) 320 (47.8)
  60∼64  35 (10.9)  52 (14.9)  87 (13.0)
Marital Status   0.753 0.386
  Married 295 (92.2) 316 (90.3) 611 (91.2)
  Unmarried  25 ( 7.8)  34 ( 9.7)  59 ( 8.8)
Number of family   2.853 0.583
  1  12 ( 3.8)  20 ( 5.7)  32 ( 4.8)

  2  38 (11.9)  51 (14.6)  89 (13.3)

  3  64 (20.0)  70 (20.0) 134 (20.0)
  4 157 (49.1) 159 (45.4) 316 (47.2)
  ≥5  49 (15.3)  50 (14.3)  99 (14.8)
Education level  26.468*** ＜0.001
  High school or lower  82 (25.6) 119 (34.0) 201 (30.0)

  College 135 (42.2) 177 (50.6) 312 (46.6)
  ≥Graduate school 103 (32.2)  54 (15.4) 157 (23.4)

Occupation 141.708*** ＜0.001
  Physical worker  50 (15.6)  18 ( 5.1)  68 (10.1)
  Sales/service  24 ( 7.5)  40 (11.6)  64 ( 9.6)
  Professional  71 (22.1)  78 (22.2) 149 (22.2)
  Office staff 104 (32.5)  59 (16.7) 163 (24.3)
  Administration management  14 ( 4.4)   4 ( 1.2)  18 ( 2.7)
  Self employed  57 (17.9)  44 (12.5) 101 (15.1)
  Housekeeping   0 ( 0.0) 107 (30.7) 107 (16.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0 won)   9.937 0.127
  ＜200  21 ( 6.6)  39 (11.1)  60 ( 9.0)
  200∼299  38 (11.9)  53 (15.1)  91 (13.6)
  300∼399  51 (15.9)  52 (14.9) 103 (15.4)
  400∼499  55 (17.2)  58 (16.6) 113 (16.9)
  500∼599  43 (13.4)  54 (15.4)  97 (14.5)
  600∼699  24 ( 7.5)  24 ( 6.9)  48 ( 7.2)
  ≥700  88 (27.5)  70 (20.0) 158 (23.6)

1) N (%) 
***P＜0.001 by χ2-test

결 과

1. 일반 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 사항은 Table 1과 같

다. 연령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성

(47.5%)과 여성(48.0%) 모두 50∼59세가 가장 많았다. 
결혼 상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성 

92.2%와 여성 90.3%가 기혼이었다. 가족 인원수도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성 49.1%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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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eight, weight and BMI of the subjects by sex.

Classification Male (n=320) Female (n=350) Total (n=670) t or χ2-value P-value

 Height (cm) 172.21±5.091) 160.28±4.75 165.98±7.73 31.383*** ＜0.001

 Weight (kg)  74.73±9.96  58.97±7.81   3.29±1.36 22.645*** ＜0.001

 BMI (kg/m2)  25.17±2.90  22.96±2.89   3.24±1.09  9.881*** ＜0.001

 Weight status3)

   Underweight   2 ( 0.6)2)  11 ( 3.1)  13 ( 1.9) 83.862*** ＜0.001

   Normal  66 (20.6) 181 (51.7) 247 (36.9)

   Overweight 104 (32.6)  81 (23.1) 185 (27.6)

   Obese 148 (46.3)  77 (22.0) 225 (33.6)
1) Mean±SD 
2) N (%)
3) Underweight: BMI＜18.5 kg/m2, Normal: 18.5 kg/m2

≤BMI ＜22.9 kg/m2, Overweight: 23 kg/m2
≤BMI＜24.9 kg/m2, Obese: BMI≥25 kg/m2

***P＜0.001 by t-test

Table 3. Perceived health status, subjective stress and current status of disease by sex.

Classification Male 
(n=320)

Female 
(n=350)

Total
(n=670) χ

2-value P-value

Perceived health status 19.079** 0.001

  Very bad   3 ( 0.9)1)  10 ( 2.9)  13 ( 1.9)

  Bad  15 ( 4.7)  41 (11.7)  56 ( 8.4)

  Average 197 (61.6) 219 (62.6) 416 (62.1)

  Good  93 (29.1)  71 (20.3) 164 (24.5)

  Very good  12 ( 3.8)   9 ( 2.6)  21 ( 3.1)

Subjective stress  4.110 0.250

  I am very much stressed  19 ( 5.9)  23 ( 6.6)  42 ( 6.3)

  I am very stressed 103 (32.2)  93 (26.6) 196 (29.3)

  I feel a little stressed 167 (52.2) 207 (59.1) 374 (55.8)

  I do not get much stress  31 ( 9.7)  27 ( 7.7)  58 ( 8.7)

Current disease status  0.037 0.874

  Healthy 123 (38.4) 132 (37.7) 255 (38.1)

  Disease 197 (61.6) 218 (62.3) 415 (61.9)

Medication or Health supplements  8.064** 0.005

  Yes 231 (72.2) 285 (81.4) 516 (77.0)

  No  89 (27.8)  65 (18.6) 154 (23.0)
1) N (%) 
**P＜0.01 by χ2-test

45.4%가 4인 가족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 남성 

3.8%와 여성 5.7%가 1인 가족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적었다. 교육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P＜0.001), 남성은 대학 졸업이 42.2%, 대학원 이상

이 32.2%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대학 졸업이 

50.6%, 고등학교 졸업이 3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남

성은 사무직이 32.5%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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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urrent disease status by sex.

Classification Male Female Total

Healthy 123 ( 30.0)1) 132 ( 28.4) 255 ( 29.2)

Digestive system diseases 113 ( 27.6) 124 ( 26.7) 237 ( 27.1)

Respiratory system diseases  12 (  2.9)  20 (  4.3)  32 (  3.7)

Cardiovascular system diseases  79 ( 19.3)  51 ( 11.0) 130 ( 14.9)

Liver, biliary and pancreatic diseases  14 (  3.4)   9 (  1.9)  23 (  2.6)

Urinary-related diseases   7 (  1.7)   7 (  1.5)  14 (  1.6)

Diabetes  40 (  9.8)  27 (  5.8)  67 (  7.7)

Anemia   2 (  0.5)  16 (  3.4)  18 (  2.1)

Endocrinopathy   8 (  2.0)  36 (  7.8)  44 (  5.0)

Nervous system diseases   1 (  0.2)   2 (  0.4)   3 (  0.3)

Skeletal system diseases  11 (  2.7)  40 (  8.6)  51 (  5.8)

Total 410 (100.0) 464 (100.0) 874 (100.0)
1) N (%)

자영업(17.9%)의 순으로 나타났던 반면, 여성은 전업

주부가 30.7%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22.2%), 사무직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한 달 평균 수입

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성 

27.5%와 여성 20.0%가 700만원 이상으로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2. 신장, 체중, BMI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신장, 평균 체중, BMI는 

Table 2와 같다.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1.21 cm, 여성은 

160.28 cm였고, 남성의 평균 체중은 74.73 kg, 여성은 

58.97 kg이었다. 남성의 BMI는 25.17, 여성은 22.96
이었다. 남성의 평균 신장(P＜0.001), 평균 체중(P＜0.001) 
및 BMI(P＜0.001)는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BMI
에 따라 비만도를 판정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남성은 비만(46.3%)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정상체중(51.7%) 비율이 가장 많

았다.

3. 주관적인 건강인지와 스트레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인지는 Table 3과 같

다.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남성 61.6%와 여성 62.6%가 ‘보통이

다’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가 ‘나쁘

다’와 ‘매우 나쁘다’로 응답한 남성은 5.6%인 반면 

여성은 14.6%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 반면, 건강상태가 ‘좋다’와 ‘매우 좋다’로 응답한 

경우 남성은 32.9%인 반면 여성은 22.9%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

였다. 주관적인 스트레스 인지와 현재 앓고 있는 질

병의 유무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여부는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1), 여성(81.4%)이 남성

(72.2%)에 비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복

용하였다. 

4. 현재 앓고 있는 질병과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

조사대상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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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edication or health supplements of the subjects by sex.

Classification Male 
(n=231)

Female 
(n=285)

Total
(n=516) χ

2-value P-value

Antibiotics Yes   6 ( 2.6)1)  12 ( 4.2)  18 ( 3.5)  0.986 0.321

No 225 (97.4) 273 (95.8) 498 (96.5)

Hypnotics Yes   2 ( 0.9)  12 ( 4.2)  14 ( 2.7)  5.407* 0.020

No 229 (99.1) 273 (95.8) 502 (97.3)

Analgesics Yes   9 ( 3.9)  24 ( 8.4)  33 ( 6.4)  4.364* 0.037

No 222 (96.1) 261 (91.6) 483 (93.6)

Aspirin Yes  19 ( 8.2)   7 ( 2.5)  26 ( 5.0)  8.874** 0.003

No 212 (91.8) 278 (97.5) 490 (95.0)

Hormones Yes   7 ( 3.0)  34 (11.9)  41 ( 7.9) 13.815*** ＜0.001

No 224 (97.0) 251 (88.1) 475 (92.1)

Calcium preparations Yes  44 (19.0)  93 (32.6) 137 (26.6) 12.073** 0.001

No 187 (81.0) 192 (67.4) 379 (73.4)

Iron preparations Yes  25 (10.8)  50 (17.5)  75 (14.5)  4.640* 0.031

No 206 (89.2) 235 (82.5) 441 (85.5)

Multi-vitamins Yes 166 (71.9) 188 (66.0) 354 (68.6)  2.060 0.151

No  65 (28.1)  97 (34.0) 162 (31.4)

Herbal medicine Yes  31 (13.4)  31 (10.9)  62 (12.0)  0.780 0.377

No 200 (86.6) 254 (89.1) 454 (88.0)

Red ginseng Yes  78 (33.8)  98 (34.4) 176 (34.1)  0.022 0.883

No 153 (66.2) 187 (65.6) 340 (65.9)

Lactobacillus Yes  95 (41.1) 183 (64.2) 278 (53.9) 23.362*** ＜0.001

No 136 (58.9) 102 (35.8) 238 (46.1)

Other medicines Yes  71 (30.7)  93 (32.6) 164 (31.8)  0.211 0.646

No 160 (69.3) 192 (67.4) 352 (68.2)
1) N (%)
*P＜0.05, **P＜0.01, ***P＜0.001 by χ2-test

Table 4와 같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은 소화기계 질

환(27.1%)이 가장 많았으며 심혈관계 질환(14.9%), 당

뇨병(7.7%)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여부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가장 많이 복용하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종합비타민이었으며(68.6%), 유산

균(53.9%), 기타(31.8%) 순이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수면제(P＜0.05), 진통제(P＜0.05), 호르몬제(P＜0.001), 칼슘

제(P＜0.01), 철분제(P＜0.05) 및 유산균(P＜0.001)을 

유의하게 많이 복용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아스피린(P＜0.01)을 유의하게 많이 복용하였다. 그 

외 항생제, 종합비타민, 한약, 홍삼 및 기타의 복용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식습관은 Table 6과 같

다. 평균 식습관 점수는 남성 3.03점, 여성 3.04점으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과일류를 매일 

섭취한다’(P＜0.05)와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매일 

섭취한다’(P＜0.05),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

품을 매일 섭취한다’(P＜0.01), ‘김, 미역, 다시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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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etary habit scores of the subjects by sex.

Classification Male 
(n=320)

Female 
(n=350)

Total
(n=670) t P-value

I eat three meals a day 3.23±1.271) 3.00±1.26 3.11±1.27  2.421* 0.016

I eat breakfast 3.36±1.35 3.22±1.37 3.29±1.36  1.328 0.185

I always eat a moderate amount at regular times 3.30±1.03 3.19±1.14 3.24±1.09  1.323 0.186

I consider combination of food groups at each meal 2.79±1.00 2.90±1.05 2.85±1.03 –1.416 0.157

I eat green and orange vegetables every day 2.75±0.84 2.77±1.03 2.76±0.94 –0.174 0.862

I eat fruits every day 3.02±1.00 3.23±1.12 3.13±1.07 –2.595* 0.010

I eat meat, fish, egg or beans every day 3.23±0.91 3.40±1.03 3.31±0.98 –2.301* 0.022

I drink milk or eat other dairy products such as yogurt every day 2.81±1.00 3.05±1.09 2.94±1.05 –2.993** 0.003

I eat seaweeds such as laver, seaweed and kelp everyday 2.60±0.81 2.76±0.89 2.68±0.85 –2.439* 0.015

I drink about 1.5 to 2 liters of water a day (8 cups based on 200 mL) 3.17±1.02 2.90±1.08 3.03±1.06  3.346** 0.001

Average 3.03±0.64 3.04±0.71 3.03±0.67 –0.293 0.770
1) Mean±SD 
*P＜0.05, **P＜0.01 by t-test 

해조류를 매일 섭취한다’(P＜0.05) 식습관 항목의 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한다’(P＜0.05)와 ‘하루에 1.5∼2 L정도

(200 mL 기준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신다’(P＜0.01)의 

식습관 항목 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

다.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는 규칙적인 시간에 항

상 적당한 양을 먹는다’, ‘식사를 할 때는 식품 배합

을 생각해서 먹는다’ 및 ‘녹황색 채소를 매일 먹는다’
의 식습관 항목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6. 건강 관련 습관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건강 관련 습관은 Table 
7과 같다. 중장년의 평소 한 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

간은 ‘10분 이상∼30분 미만’이 77.0%로 가장 많았다. 
평소 한 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여(P＜0.01), 평소 한 끼 식사에 소요

되는 시간이 ‘10분 이하’인 경우는 남성(19.4%)이 여

성(13.4%)에 비해 높았고, ‘30분 이상’인 경우는 여성

(9.4%)이 남성(3.8%)에 비해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음주빈도는 ‘마시지 않는다’인 경우

(41.9%)가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4회 미만’(41.2%), 
‘주 2회 이상’(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빈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마시지 

않는다’와 ‘한 달에 4회 미만’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많았고, ‘주 2회 이상’의 음주빈도는 남성(25.6%)이 

여성(8.9%)에 비해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1일 음주량

은 ‘3∼6잔’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1∼2잔’(34.8%), 
‘7잔 이상’(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일 음주량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여성의 1일 
음주량은 ‘1∼2잔’이 56.4%로 가장 많고 ‘7잔 이상’이 

12.2%로 가장 적었던 반면, 남성의 1일 음주량은 ‘7잔 

이상’이 44.0%로 가장 많고 ‘1∼2잔’이 15.9%로 가장 

적었다. 
조사대상자의 흡연 상태는 ‘비흡연자’가 65.8%로 

가장 많았고, ‘현재 흡연자’가 13.7%로 가장 적었다. 
흡연 상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남성은 ‘현재 흡연자’와 ‘과거 흡연자’가 63.1%였고, 
여성은 ‘비흡연자’가 92.3%였다. 현재 흡연자의 1일 

흡연량은 ‘11∼20개비’가 55.4%로 가장 많았고, ‘21개

비 이상’이 10.9%로 가장 적었다. 1일 흡연량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P＜0.001), 남성은 ‘11∼20개

비’가 61.3%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10개비 이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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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ealth-related factors of the subjects by sex.

Classification Male (n=320) Female (n=350) Total (n=670) χ
2-value P-value

Speed of eating meal (min)  11.661** 0.003

  ＜10  62 (19.4)1)  47 (13.4) 109 (16.3)

  10≤∼＜30 246 (76.9) 270 (77.1) 516 (77.0)

  ≥30  12 ( 3.8)  33 ( 9.4)  45 ( 6.7)

Alcohol drinking frequency  35.395*** ＜0.001

  None 112 (35.0) 169 (48.3) 281 (41.9)

  ＜4 per month 126 (39.4) 150 (42.9) 276 (41.2)

  ≥2 per week  82 (25.6)  31 ( 8.9) 113 (16.9)

Alcohol drinking consumption per day  80.849*** ＜0.001

  1∼2 glasses  33 (15.9) 102 (56.4) 135 (34.8)

  3∼6 glasses  83 (40.1)  57 (31.5) 140 (36.1)

  ≥7 glasses  91 (44.0)  22 (12.2) 113 (29.1)

Current smoking status 228.239*** ＜0.001

  Current smoker  80 (25.0)  12 ( 3.4)  92 (13.7)

  Ex-smoker 122 (38.1)  15 ( 4.3) 137 (20.4)

  Never smoker 118 (36.9) 323 (92.3) 441 (65.8)

Cigarette consumption per day  15.332*** ＜0.001

  ≤10  21 (26.3)  10 (83.3)  31 (33.7)

  11∼20  49 (61.3)   2 (16.7)  51 (55.4)

  ≥21  10 (12.5)   0 ( 0.0)  10 (10.9)

Frequency of caffeine drink intake (times/week)   6.241 0.182

  Never  17 ( 5.3)  32 ( 9.1)  49 ( 7.3)

  1∼2  42 (13.1)  56 (16.0)  98 (14.6)

  3∼4  38 (11.9)  35 (10.0)  73 (10.9)

  5∼6  33 (10.3)  27 ( 7.7)  60 ( 9.0)

  7 190 (59.4) 200 (57.1) 390 (58.2)

Exercise frequency (times/week)   5.289 0.259

  0  72 (22.5) 102 (29.1) 174 (26.0)

  1∼2 133 (41.6) 121 (34.6) 254 (37.9)

  3∼4  79 (24.7)  84 (24.0) 163 (24.3)

  5∼6  13 ( 4.1)  14 ( 4.0)  27 ( 4.0)

  7  23 ( 7.2)  29 ( 8.3)  52 ( 7.8)

Watching TV, using computer and mobile phone (hrs/day)   3.004 0.557

  ＜1  33 (10.3)  45 (12.9)  78 (11.6)

  1∼＜3 124 (38.8) 126 (36.0) 250 (37.3)

  3∼＜5  74 (23.1)  93 (26.6) 167 (24.9)

  5∼＜7  40 (12.5)  42 (12.0)  82 (12.2)

  ≥7  49 (15.3)  44 (12.6)  93 (13.9)
1) N (%)
**P＜0.01, ***P＜0.001 by χ2-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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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of dietary behaviors by sex for one month.

Classification Male (n=320) Female (n=350) Total (n=670) χ
2-value P-value

Changes in amount of meal intake 4.248 0.120

  Decrease  62 (19.4)1)  76 (21.7) 138 (20.6)

  Same as usual 228 (71.3) 226 (64.6) 454 (67.8)

  Increase  30 ( 9.4)  48 (13.7)  78 (11.6)

Changes in number of meal 2.370 0.306

  Decrease  35 (10.9)  48 (13.7)  83 (12.4)

  Same as usual 268 (83.8) 277 (79.1) 545 (81.3)

  Increase  17 ( 5.3)  25 ( 7.1)  42 ( 6.3)

Changes in appetite 6.815* 0.033

  Decrease  57 (17.8)  61 (17.4) 118 (17.6)

  Same as usual 228 (71.3) 226 (64.6) 454 (67.8)

  Increase  35 (10.9)  63 (18.0)  98 (14.6)

Changes in snack intake 5.476 0.065

  Decrease  53 (16.6)  63 (18.0) 116 (17.3)

  Same as usual 218 (68.1) 211 (60.3) 429 (64.0)

  Increase  49 (15.3)  76 (21.7) 125 (18.7)

Changes in sweet food intake 1.915 0.384

  Decrease  62 (19.4)  71 (20.3) 133 (19.9)

  Same as usual 199 (62.2) 201 (57.4) 400 (59.7)

  Increase  59 (18.4)  78 (22.3) 137 (20.4)

Changes in hot food intake 2.099 0.350

  Decrease  56 (17.5)  67 (19.1) 123 (18.4)

  Same as usual 225 (70.3) 229 (65.4) 454 (67.8)

  Increase  39 (12.2)  54 (15.4)  93 (13.9)

Number of midnight snack 5.677 0.059

  Decrease  72 (22.5) 107 (30.6) 179 (26.7)

  Same as usual 198 (61.9) 191 (54.6) 389 (58.1)

  Increase  50 (15.6)  52 (14.9) 102 (15.2)

Number of overeating 2.308 0.315

  Decrease  85 (26.6)  91 (26.0) 176 (26.3)

  Same as usual 200 (62.5) 207 (59.1) 407 (60.7)

  Increase  35 (10.9)  52 (14.9)  87 (13.0)
1) N (%)
*P＜0.05 by χ2-test

83.3%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운동빈도, 1일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는 

남성(59.4%)과 여성(57.1%) 모두 ‘주 7회’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운동빈도는 남성(41.6%)과 여성

(34.6%) 모두 주 1∼2회 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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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행동 변화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변화는 Table 8과 같다. 식행

동 변화 중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욕의 변화로(P＜0.05),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변화 

없음’이 적었고 ‘증가’가 많았다. 식사량, 식사 횟수, 
간식 섭취, 단 음식 섭취, 매운 음식 섭취, 야식 섭취 

횟수 및 과식 섭취 횟수의 식행동 변화는 성별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연구는 서울ㆍ경기 지역의 일부 중장년 남성 

320명, 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

하여 성별에 따라 중장년 성인의 주관적인 건강인지,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습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여 여성에 비해 남성의 교육수준이 높

았고 직업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남성의 교육수

준이 대학 졸업, 대학원 이상의 순이었던 반면, 여성

은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의 순으로 나타났던 결

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았던 중장년 

성인(Jo & Seong 2016)과 성인 대상 연구결과(Shim 
& Son 2017)와 일치하였다. 남성의 직업은 사무직, 
전문직, 자영업의 순이었던 반면, 여성은 전업주부, 
전문직, 사무직의 순으로 나타났던 결과는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는 중장

년 성인(Jo & Seong 2016)과 성인 대상 연구결과

(Kang 등 2006)와 유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 평균 체중, BMI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체위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에 비해 평균 신장, 평균 체중 및 BMI가 높아, 
정상체중에 비해 비만의 비율이 높았음을 알 수 있

다. 이 결과는 남성의 평균 신장, 체중 및 BMI가 여

성보다 높았고(Bang & Hyeon 2018) 남성의 비만과 

복부비만이 여성보다 많았다는 성인대상 연구 결과

(Heo 2020)와 일치하였다. 중장년 남성과 여성 모두 

한국인 영양소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체위기준보다 높

았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BMI와 비만 비율이 높았으

므로 특히 남성은 체중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식사

조절이나 운동 증가 등 비만관리와 함께 건강증진 행

동을 교육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

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였는데, 이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좋게 인지하였던 

중장년 성인(Jo & Seong 2016)과 성인 대상 연구 결

과(Kim & Kim 2009; Seo 등 2012; Kim 2018)와 일

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신의 건

강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인지하고 이에 따른 건강증진

행위 수행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므로(Jo & 
Seong 2016), 중장년 여성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

한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중장년 

성인(Jo & Seong 2016)과 25세 이상 성인(Seo 등 2012) 
대상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성인의 주관적인 스트레

스 인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되고(Lee 2000), 스트레스에 의해 식사

섭취량(Kandiah 등 2006), 식욕(Ng & Jeffery 2003), 
식행동변화, 음주, 흡연(Seo & Lee 2018) 및 생활습관

(Kim & Kim 2009)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스트레

스가 높은 중장년 성인은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관리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유무는 성별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 결과는 성별에 따라 질병 유

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성인(Seo 등 

2012)과 노인 대상 연구 결과(Choi & Kim 2003)와 

유사하였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유의하게 많이 복용하였는데, 이 결

과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기능식품 섭취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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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게 높았던 노인 대상 연구결과(Gham 등 2019)
와 일치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영양제 복용 여부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성인 대상 연구결과(Kang 등 

2006)와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인지하여 건강기능식품 또

는 의약품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복용이 다른 연구에 비해 

높았던 결과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의약품이 포함되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자의 연령이 Kang 
등(2006)의 성인 대상자에 비해 높은 것도 영양제나 

의약품 복용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여 더 많

이 복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점수는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여성의 식습관 평균 점수가 

남성에 비해 높아 여성의 식습관이 남성에 비해 바람

직했던 성인 대상 연구 결과(Seo 등 2012)와는 차이

를 보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식습관 항목은 ‘고
기, 생선, 달걀, 콩류를 매일 섭취한다’이고, 가장 낮

은 점수를 보인 식습관 항목은 ‘김, 미역, 다시마 등

의 해조류를 매일 섭취한다’였으므로 중장년 성인은 

단백질 섭취는 잘 하고 있으나 해조류는 잘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의 점수는 모두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단백질 식품과 해조류를 매일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일류를 매일 섭취한다’와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한다’의 식습관 항목들의 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과일을 매일 먹는다’와 ‘우유를 

매일 마신다’ 식습관 항목의 점수가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는 성인 대상 연구 결과(Seo 등 

2012)와 유사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일류와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매일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정 수준의 우유 섭취는 만 30세 이상 성인에서 고

혈압, 고중성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및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으므로

(Kwon & Lee 2017) 중장년기와 노년기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우유를 섭취하는 식

습관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남성에 있어서 과

일류와 유제품 섭취를 강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한다’ 식습관 항목의 점수는 

중장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하루 세 끼 식사하는 비

율이 높았던 노인 대상 연구결과(Han & Yang 2018)
와 일치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성인 대상 연구 결과(Seo 등 2012)와는 차이

를 보였다. 중장년기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가 

필수적인데, 중장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규칙적인 식

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칙적인 식습관은 건

강한 생활습관과 함께 건강증진과 수명 연장(Yang 
2005)과도 관련이 있고, 장수 노인들은 매일 규칙적인 

식사를 하였으므로(Choi & Kim 2003) 중장년 성인 

특히 여성에 있어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함을 인식

시키고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평소 한 끼 식사에 소

요되는 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는

데, 이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식사를 5분 이내로 

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던 대학생 대상 연구 결과(Lee 
등 2015)와 유사하여, 남성의 식사속도가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식사속도가 빠른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적절한 식사속도에 대한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실천

이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빈도, 1일 

음주량, 현재 흡연 및 1일 흡연량이 유의하게 많았는

데, 이 결과는 성인 대상의 연구결과들(Choe 등 2003; 
Kim & Jeon 2020)과 유사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와 흡연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와 함께 흡연을 하는 것은 건강을 더욱 해칠 수 있으

므로(Kwon 등 2012), 중장년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와 

흡연 습관을 교정하는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 카

페인 음료 섭취 빈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카페인 섭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일반 성인 

대상 연구 결과(Son 2005)와 유사하였으나, 남성의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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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섭취량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는 19세 이

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Kim 
& Kim 2020)와는 차이를 보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매일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는 중장년 성인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높았으므로(Kim & 
Kim 2020), 하루 카페인 권장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

록 적정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빈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주 1∼2회 운동하는 비

율이 가장 높아, 운동빈도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남성의 운동빈도가 여성에 비해 많았던 성인 

대상 연구 결과(Seo 등 2012; Lim 등 2015)와 성별에 

따라 운동여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

성보다 더 자주 운동하여 성별에 따라 운동빈도의 차

이를 보였던 Kang 등(2006)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ang 등(2006)의 연구에서 성인 여성의 운동 

비율이 높았던 것은 여성 대부분이 가정주부라 시간

의 여유가 있어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었다

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

정주부가 많아 시간적 여유는 많았으나 운동빈도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관련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당한 신체활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Jeon 등 2015), 중장년 성인의 운동빈도가 

부족했으므로, 중장년 성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바람

직한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체활

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식

생활 변화 항목은 식욕의 변화로, 여성이 남성에 비

해 ‘변화 없음’이 유의하게 적었고 ‘증가’가 많았다. 
이 결과는 남성의 식욕부진 유병률이 여성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는 노인 대상 연구결과(Park 2014)와 유사

했지만, 남녀가 비슷한 식욕을 보였다는 경북 일부 

지역 노인 대상 결과(Yang 2005)와는 차이를 보였다. 
식욕은 생리적 노화, 저작장애, 삼킴 장애, 위장관 문

제 및 면역력 저하, 사회ㆍ심리적 요인 및 질환 이환

율과 병적 요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

므로(de Boer 등 2013), 노인기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히 중장년 남성은 식욕을 잘 유지

하여 적절한 영양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서울ㆍ경기 지역 일부 중장년 남

성은 여성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식습관은 여성에 비해 과일류, 고기ㆍ

생선ㆍ달걀ㆍ콩류, 우유ㆍ유제품 및 해조류를 매일 

섭취하는 비율이 적었고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남성의 음주빈도와 1일 음주량, 현재 

흡연 및 1일 흡연량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에 중장년 

남성은 다양한 식품군 섭취를 할 수 있는 조리법이나 

식품 선택 방안에 대한 영양교육과 음주와 흡연을 줄

일 수 있는 교육 및 중재 방안이 필요하고, 중장년 

여성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자기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규칙적인 식사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과 온라인 설문조사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울ㆍ경기 지역 중장년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온

라인과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행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이러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중장년 

성인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단면 연구로 성별에 따라 주관적인 건강인지,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습관 등을 비교하였으나 이러한 인자들

의 차이를 유도하는 원인을 정확히 제시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는 중장년 성인에서 주관적 건강인지, 식습관 및 건

강 관련 습관 비교를 통해 향후 성별에 따른 중장년 

성인의 영양교육 및 영양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중장년 성인

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주관적 건강인지,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습관의 차이를 일으키는 인자 그리고 

영양교육 요구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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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장년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인 건강인

지, 식습관, 건강 관련 습관 및 식행동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성별에 따라 적절한 영양교육 및 중재 방안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

자는 서울ㆍ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만 40∼64세 중장년 

성인 670명(남성 320명, 여성 350명)으로 2020년 5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SPSS(Version 25,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

았고(P＜0.001), 남성의 직업은 사무직이, 여성은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다(P＜0.001).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은 50∼59세가 가장 많았고, 결혼 상태

는 90% 이상이 기혼이었으며, 가족 구성은 4인 가

족이 가장 많았다. 
2.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장, 평균 체중 및 BMI는 남

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BMI에 따

라 비만도를 판정한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보여(P＜0.001), 남성은 비만(46.3%) 비율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정상체중(51.7%) 비율이 가장 

많았다.
3.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지하였고(P＜0.01), 여성이 남성

에 비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유의하게 많

이 복용하였다(P＜0.01).
4. 조사대상자의 평균 식습관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일류를 매일 섭취

한다’(P＜0.05),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매일 섭

취한다’(P＜0.05),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유제

품을 매일 섭취한다’(P＜0.01) 및 ‘김,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를 매일 섭취한다’(P＜0.05)의 식습관 

항목 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한다’(P＜0.05)와 ‘하루에 1.5∼2 L정

도(200 mL 기준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신다’(P＜0.01)

의 식습관 항목 점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5. 조사대상자의 평소 한 끼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

(P＜0.01), 음주빈도(P＜0.001), 1일 음주량(P＜0.001), 
흡연 상태(P＜0.001) 및 1일 흡연량(P＜0.001)은 성

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변화 중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욕의 변화로(P＜0.05),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변화 없음’이 적었고 ‘증가’가 많

았다.

따라서, 서울ㆍ경기 지역 일부 중장년 남성은 여성

에 비해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지하였

다. 남성의 식습관은 여성에 비해 과일류, 고기ㆍ생선ㆍ

달걀ㆍ콩류, 우유ㆍ유제품 및 해조류를 매일 섭취하

는 비율이 적었고 하루에 세 끼 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남성의 음주빈도와 1일 음주량, 현재 흡연 및 

1일 흡연량이 여성보다 많았다. 그러므로 중장년 성

인에서 성별에 따른 주관적인 건강인지, 식습관 및 

건강 관련 습관의 비교를 통해 향후 중장년 성인의 

성별에 따른 영양교육 및 영양중재를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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