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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myen and Korean noodles (guksu) are popular food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Since 1998, rice consumption in

Korea has gradually decreased, whereas consumption of noodles has continuously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consumption of ramyen and Korean noodles of Koreans, using data from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of 2007. Korean adults (>20)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noodle

consumption and food and nutrient intake and health status. SAS 9.1 and SUDAAN 9.1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10.3% of Korean adults consumed ramyen, and 15.4% consumed Korean noodles. The consumption of ramyen and Korean

noodles were higher in men than in women, in lunch than in other meals, and in the lowest income quartile than the highest

quartile. Ramyen and Korean noodle consumer groups consumed more grain products, seasonings, and oils than the non-

consumer group. The noodle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systolic blood pressure than the non-consumer group. The

noodle groups showed lower rates of hypertension and metabolic syndrome than the non-consumer group.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ramyen and Korean noodles may have positive health effects. More studi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noodles and the health of Koreans and those in other countries should be don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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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수는 곡물을 가루 내어 반죽한 것을 가늘고 길게 뽑은

식품의 총칭이며(Yoon 1990; Yoon 2006), 한자로는 면(麵)

또는 국수( 水;움켜 쥘 국)라고도 한다. 국수는 세계적으

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분식(粉食)형 식품으로서, 국수의 재

료로는 밀가루가 가장 보편적이고, 이외에 쌀, 메밀가루, 녹

말가루 등이 사용되고 있다(Kim 2006; Yoon 2006). 일반

적으로 면류는 밀가루뿐만 아니라 메밀가루와 녹말가루, 쌀

가루를 국수형태로 만든 식품을 총칭하며 라면과 자장면, 스

파게티 등이 주식 혹은 간식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면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

하는 다소비 식품 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1인 1

일 평균섭취량을 기준으로 라면이 13위(15.8 g/d), 국수가

22위(11.8 g/d)를 차지하면서 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다

소비 식품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최

근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식품순위에

따르면, 2007년도 면류 총생산량은 660,270톤이고, 이 가

운데 유탕면류 중 봉지라면이 47.3%(312,153톤)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건면류 중 국수 14.9%(98,071톤),

유탕면류 중 용기면 12.5%(82,586톤), 숙면류가 12.0%

(79,475톤), 생면류가 5.4%(35,480톤), 개량숙면류 가

4.2%(27,822톤), 건면류 중 냉면이 1.7%(11,372톤), 건면

류 중 당면이 1.7%(10,912톤), 파스타류가 0.4%(2,399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면류 식품 중 에서 라면은 자장면과 함께 청소년기 학생

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이며, 라면은 자장면에 비해 실제

조리가 간편하고 값도 싼 가공 식품이기 때문에 라면이 훨

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Moon & Lee

1986). 면류에 대한 연구는 마켓팅 분야(Kim 1998a)에 대

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 외에 성분 분석 등 실험 연구(Kim

1998b) 등으로서, 섭취실태나 건강과 관련된 연구보고는 거

의 없는 실정이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라면 소비 실

태에 대한 보고가 있는 정도이며(Kim & Lee 1989). 청소

*Corresponding author: Mi Sook Cho, 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 &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2826 Fax: 82-2-3277-2862 E-mail: misocho@ewha.ac.kr



110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25, No. 2 (2010)

년을 대상으로 라면 섭취빈도와 라면에 대한 선호도와 혈중

지질 농도 및 고혈압지표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전 국민의 면류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류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 면류

의 경우 남녀 모두 냉면을 가장 좋아하였고, 라면, 비빔국

수, 우동, 자장면, 짬뽕은 남학생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Hong & Lee 2006). 또한 즉석가공식품의 기호도

와 이용현황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27가지 즉석가공식품에

관한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컵라면을 포함한 면류에 대한 선

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Yoon & Seo 2004).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주식으로써 쌀의 소비는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밀가루는 전국 평균 섭취량이 가

장 높았던 1970년대 이후 점차 감소되었으나, 1998년 이후

국수 및 라면의 전체 섭취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

하면 탄수화물 섭취량에 대한 한국인의 주요 기여 식품은 1

위인 백미에 이어, 라면과 마른 국수가 2, 3위이고 라면과

국수가 중요한 탄수화물 공급 식품원임이 나타났다. 식품별

섭취량에서 역시 1인 1일 연평균 섭취량이 204.0 g으로 1

위인 백미의 뒤를 이어, 라면, 국수(생면), 국수(마른 것)가

연평균 13.5, 11.0, 6.0 g의 순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이처럼 면류의 소비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소비식품으

로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면류의 섭취가 영양소 섭취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면류의 섭취가 성인들의 대사증후군 등의 건강과

관련된 요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7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

류 섭취 종류 및 면류 섭취 여부에 따른 식품 및 영양소의

섭취실태와 건강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II. 연구방법

1. 자료 분석 대상자

자료 분석의 대상은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응답한

대상자 중 식이섭취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4,086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건강검진 조사는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식

이섭취와 동시에 참여한 2,9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분석 내용 및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는 라면 및 국수 섭취량의 성별, 연령, 끼니,

소득수준에 따른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면류의 섭취 여

부에 따라 라면섭취군, 국수섭취군(냉면, 메밀국수, 자장면

과 울면 등의 국수류 섭취군)과 면류 비섭취군의 3군으로 분

류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국수류 중에서도 라면의 섭취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국수류 섭취군을 라면섭취군과 국수섭

취군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조사대상자를

라면섭취군과 국수섭취군, 라면과 국수를 모두 섭취한 군과

라면 및 국수 비섭취군으로 분류한 결과 라면과 국수를 모

두 섭취한 사람은 0.12%로 매우 소수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하였고 본 분석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라면섭취군, 국수섭취

군과 면류를 섭취하지 않은 면류 비섭취군의 3군으로 분하

여 분석하였다.

라면과 국수섭취에 따른 식품군별 섭취량과 영양소 섭취

량을 분석하여 면류 비섭취자와 비교하였다. 또한 라면 및

국수섭취여부에 따른 BMI, 혈압, 혈중 중성지방, HDL콜레

스테롤, 포도당 농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트 등을 면류

비섭취자와 비교하였고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빈

혈, 대사증후군의 유병률도 비교 하였다.

모든 자료는 SAS 9.13(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Institute, Cary, NC)과 SUDAAN 10.1(SUDAAN,

Research Triangle Institute, Research Triangle Park,

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

료처리를 한 후 평균, 표준오차, 유의성 검증은 SUDAAN

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단순랜덤 추출자

료가 아닌 층화다단확률추출에 의한 자료이므로 이러한 표

본추출방법을 고려한 통계 패키지인 SUDAAN을 이용하였

다. 모든 변수의 평균과 표준오차의 계산은 가중치를 고려

하여 Taylor series의 linearization variance estimation

방법으로 계산한 후 라면, 국수, 면류 비섭취자의 3 군의 비

교는 Bonferroni의 multiple comparison을 이용하여 유

의수준 5% 하에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한국인의 라면 및 국수 섭취 현황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식이섭취 조사에 참여한

4,086명을 대상으로 하루동안 섭취한 음식의 종류를 분석

한 결과 조사대상의 25.7%가 면류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전체 조사대상자 중 면류를 섭취하지 않는 사람은

3,036명이었으며 반면 라면을 섭취한 사람이 422명, 국수

를 섭취한 사람이 628명이었다. 조사기간 중에 면류를 섭취

한 사람이 섭취하지 않은 사람보다 적었으며, 라면보다 국

수를 섭취한 사람이 더 많았다. 냉면과 칼국수, 가락국수 등

의 종류를 포함한 국수를 섭취한 사람이 15.4%로 라면

(10.3%)보다 많았다. 성별, 연령별, 끼니별, 소득수준에 따

른 한국인의 라면 및 국수 섭취량은 <Figure 1, 2, 3, 4,

5, 6>과 같다.

라면과 국수의 총섭취량은 라면이 99.26 g, 국수가

141.59 g으로 나타나 라면과 국수섭취자들을 비교했을 때

일일 평균 섭취량은 국수가 라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남자가 여자보다 섭취량이 많았다. 면의 종류에 따른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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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량을 살펴보면 국수는 남성이 1인당 일일 평균 162.5 g,

여성이 121.4 g을 섭취하였다. 반면, 라면의 경우에는 각각

113.0 g과 83.3 g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나서 라면에 비해

다른 국수류의 일일 섭취량이 더 많았다. 라면 섭취군의 라

면 섭취량을 보면 남자는 113.04 g/day, 여자는 83.33 g/

day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국수섭취군의 국수 섭취

량의 경우, 남자는 162.45 g/day, 여자는 121.44 g/day로

라면과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국수의 섭취량이 높

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 면류를 섭취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라

면섭취군에서는 20-49세의 성인에서 섭취비율이 가장 높았

다. 일일 평균 섭취량은 65세 이상에서 113.98 g으로 가장

많았다. 국수섭취군에서도 20-49세에서 섭취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일 평균 섭취량은 50-64세에서 162.5 g으로 가

장 많았다. 라면의 경우, 12세 이상의 연령에서 모두 전체

평균 섭취량보다 많은 양의 라면을 섭취하고 있었으나, 국

수의 경우 12세-64세의 연령대에서 전체 평균 섭취량보다

많은 양의 국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

19세의 청소년의 경우, 점심과 저녁의 라면 섭취가 각각 33%

<Figure 1> Ramyen intakes by age and gender, KNHANES 2007

<Figure 2> Ramyen intakes by age and meal occasion, KNHANES

2007

<Figure 3> Ramyen intakes by age and income, KNHANES 2007

Q1: per capita income ≤46.2 (10,000 won/month), Q2: 46.2＜
per capita income≤100 (10,000 won/month), Q3: 100＜per
capita income≤170 (10,000 won/month), Q4: per capita income
≥170 (10,000 won/month)

<Figure 4> Korean noodle (guksu) intakes by age and gender,

KNHANES 2007

<Figure 5> Korean noodle (guksu) intakes by age and meal occa-

sion, KNHANES 2007

<Figure 6> Korean noodle (guksu) intakes by age and income,

KNHANES 2007

Q1: per capita income≤46.2 (10,000 won/month), Q2: 46.2＜
per capita income≤100 (10,000 won/month), Q3: 100＜per
capita income ≤170 (10,000 won/month), Q4: per capita income
≥170 (10,000 won/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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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40%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20-40세의 연령에

서는 점심으로의 라면 섭취가 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였다. 이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한 Lee

등(2009)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라면을 점심이나 간식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의 경우에

는 점심으로 라면을 섭취하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았다

고 보고하여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끼니에 따른 국수류 섭취여부를 비교한 결과, 라면의 경

우 섭취비율은 점심이 높았으나, 섭취량은 112.27 g으로 아

침에 가장 많았고, 점심과 저녁, 간식은 비슷하였다. 국수

의 경우, 섭취비율과 섭취량 모두 점심에 가장 높게 나타나

점심때 국수를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면

류 섭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군(제

4사분위)에서 라면 섭취량은 평균적으로 91.98 g, 국수섭취

량은 126.51 g으로 라면 및 국수류를 가장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또한 라면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에서 109.11 g

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국민건강영

양조사 결과, 절대 빈곤층 성인에서의 다소비 식품 중 5위

가 라면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 라면 섭취 비율이 높게 나타

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국수의 경우, 1인당 소득이 100~170만원

이하인 군(제 3사분위)이 154.53 g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을 나타났다.

2. 면류섭취에 따른 식품군 섭취 실태

한국인의 면류섭취여부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비교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곡류의 경우 라면섭취군이 329.08

g, 국수섭취군이 331.36 g으로 나타나서 면류 비섭취군

(264.04 g)에 비해 면류섭취군의 곡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많았다(p<0.05). 또한 국수섭취군은 라면섭취군에 비해 채

소류, 조미료류와 유지류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많았다

(p<0.05). 또한 면류 비섭취군과 비교할 때 총 식품 섭취량,

조미료류와 유지류의 섭취는 많았고, 해조류의 섭취는 적었

다. 라면섭취군은 면류 비섭취군 보다 채소류 및 조미료류

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었다(p<0.05).

견과류와 버섯류, 그리고 육류의 경우 면류섭취군에 비해 비

섭취군의 섭취량이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과실류, 음

료 및 주류, 그리고 난류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면류 섭취군이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적게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Lee & Lee(2003)의 연구에서 역시 라면을 주로

김치, 깍두기, 밥, 단무지, 김 등과 함께 섭취하고 있으며,

라면을 끓이는 데에 넣는 재료에 있어서도 계란, 파, 양파,

김치 등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 등(2009)

은 라면섭취군이 라면 비섭취군에 비해 곡류군을 제외한 모

든 식품군에서 낮은 섭취량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러므로 라면을 섭취하는 경우, 라면 외의 섭취하는 음식이

나 식품군의 다양성 저하에 따른 영양불균형의 가능성도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양적 측면의 보완을 위해 면류 음식

조리 시 곡류군 이외의 식품군의 재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식품군을 포함하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겠다.

<Table 1> Food Intakes according to Ramyen or Korean noodle (guksu) Consumption, KNHANES 2007

Food group
Total

(n=4,086)

Noodle Consumer
Noodle Non-Consumer

(n=3,036)Ramyen
(n=422)

Korean noodle
(n=628)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Total food intake 1283.04 17.65 1240.83 43.35a 1418.08 42.15b 1256.71 17.27a

Cereals and grain products 283.60 3.12 329.08 12.64a 331.36 8.66a 264.04 3.84b

Potatoes and starches 72.51 5.56 83.33 11.82a 64.39 9.59a 73.64 5.96a

Sugars and sweets 10.52 0.35 10.82 0.95a 10.46 0.83a 10.49 0.41a

Legumes and their products 57.35 2.54 48.03 4.86a 60.88 7.40a 57.76 2.92a

Seeds and nuts 4.98 0.42 4.87 1.37a 4.74 0.81a 5.04 0.44a

Vegetables 289.68 5.48 229.20 8.64a 307.39 10.01b 295.39 6.70b

Mushrooms 16.91 1.23 15.65 3.10a 14.50 1.66a 18.08 1.73a

Fruits 307.66 10.04 332.82 25.14a 306.01 20.29a 304.27 10.81a

Seaweeds 12.45 1.06 9.25 1.80ab 6.76 0.88a 14.46 1.48b

Beverages 244.40 12.55 272.95 39.16a 254.59 24.73a 236.40 14.07a

Seasonings 30.48 0.69 22.86 1.50a 37.04 1.93b 30.07 0.71c

Meats 129.23 6.77 115.92 12.99a 114.65 9.53a 135.60 8.49a

Eggs 42.26 1.49 44.29 3.65a 42.16 3.05a 41.84 1.72a

Fishes and shell fishes 61.24 2.03 59.22 7.09a 62.22 4.51a 61.29 2.28a

Milks and dairy products 234.78 5.63 239.38 17.48a 212.84 12.81a 239.91 7.61a

Oil and fats 8.17 0.22 7.34 0.64a 10.14 0.64b 7.80 0.24ab

Others 46.09 11.84 87.50 53.24a 18.43 11.49a 50.56 13.44a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etween different subscript letters in each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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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류섭취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 비교

라면과 국수류 섭취군과 면류 비섭취군의 영양소 섭취량

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라면섭취군은 면류 비

섭취군에 비해 에너지, 지질, 탄수화물과 같은 열량영양소

의 섭취가 많았으며, 나트륨뿐만 아니라 미량영양소인 티아

민과 리보플라빈의 섭취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의

경우, Lee 등(2009)의 연구에서 라면을 통해 섭취하는 영

양소 섭취비율 중 나트륨의 경우, 34% 이상으로 하루 섭취

나트륨의 1/3을 라면으로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는 달리 칼슘, 철분과 비타민 C의 섭취는 라면섭취군이 면

류 비섭취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국수섭취군은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대부분의 영양소의 섭취가 높았다. 특

히 에너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과 칼륨의 섭취

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면류 섭취군 사이에

서도 영양소 섭취량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라면섭취군

에 비해 국수섭취군에서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높았다. 에

너지 섭취량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방의 섭취비율

을 보면 라면섭취군과 국수섭취군의 탄수화물 섭취비가

63.72%와 64.39%로 면류 비섭취군의 66.91%보다 유의적

으로 낮았던 반면, 지방의 섭취비율은 라면섭취군이

22.02%, 국수섭취군이 18.81%로 17.06%인 면류 비섭취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라면 및 국수를 섭취하는 면류 섭취자가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영양소별 권장섭취량보다 부족하거나 과잉 섭취하게 되

는 영양소가 있다는 점에서 국수와 라면의 재료 및 영양소 첨

가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라면의 경우 그

제조 과정에서 티아민과 리보플라빈, 엽산, 철분 등을 강화하

고, 지방, 포화지방 및 나트륨를 저감화하려는 노력이 행해지

고 있으며, 국수 역시 면의 제조 시 티아민을 강화하도록 하

고 있다(Chavasit & Tontisirin K 1996; Kim 1997; Kim

2000; Melse-Boonstra 등 2000; Bui & Small 2007a; Bui

& Small 2007b; Bin Xiao Fu 2008). 이런 점에서 볼 때,

라면과 국수를 통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 기업 뿐 아

니라 소비자 개개인의 수준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4. 면류섭취에 따른 체위 및 혈액 생화학적 지표 분석

면류섭취 여부에 따른 체위, 혈압, 혈당, 헤모글로빈, 헤

마토크릿 및 혈중 지질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수축기 혈압은 라면섭취군이 112.46

mmHg, 국수섭취군이 113.57 mmHg로 면류 비섭취군

(116.92 mmHg)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p<0.05). 반면에

체위를 의미하는 BMI와 허리둘레의 경우, 면류 섭취군과 면

류 비섭취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라면섭취군이 국수섭취군과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체위

가 작은 경향을 보였다.

이완기 혈압, 혈중 중성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

롤, 포도당, 헤모글로빈, 그리고 헤마토크릿은 라면섭취군

과 국수섭취군, 그리고 면류 비섭취군 사이에서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 유의적인

<Table 2>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Ramyen or Korean noodle (guksu) Consumption, KNHANES 2007

Food group
Total

(n=4,086)

Noodle Consumer
Noodle Non-Consumer

(n=3,036)Ramyen
(n=422)

Korean noodle
(n=628)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Energy(kcal) 1809.02 19.00 1972.50 55.10a 1945.11 47.53a 1747.77 19.72b

Protein(g) 65.45 0.90 63.98 2.63ab 72.10 2.17a 64.04 1.00b

Fat(g) 37.69 0.78 48.10 1.70a 42.30 1.82b 34.80 0.83c

Carbohydrate(g) 288.92 2.84 309.80 8.18a 301.66 5.93a 282.24 3.31b

Calcium(mg) 461.91 7.88 417.99 15.90a 473.06 14.04b 466.55 9.34b

Phosporus(mg) 1068.41 12.61 1033.4 31.95a 1086.06 28.46a 1069.94 13.96b

Iron(mg) 12.93 0.22 10.97 0.57a 13.89 0.55b 13.02 0.26b

Natrium(mg) 4382.95 60.29 4992.53 147.96a 5260.48 134.13a 4062.89 68.21b

Potassium(mg) 2690.13 36.44 2519.68 73.21a 2872.89 73.92b 2673.60 40.55a

Vitamin A(RE) 710.94 22.28 666.14 45.67a 719.81 54.30a 716.30 24.24a

Carotene(mcg) 3491.67 110.65 3033.93 240.51a 3507.54 321.00a 3564.89 121.18a

Retinol(mcg) 101.95 5.10 115.27 14.75a 119.76 11.94a 95.29 5.19a

Thiamin(mg) 1.24 0.02 1.59 0.05a 1.26 0.05b 1.17 0.02b

Riboflavin mg) 1.05 0.02 1.32 0.04a 1.05 0.03b 1.01 0.02b

Niacin(mg) 14.66 0.22 13.64 0.56a 15.49 0.50b 14.62 0.23ab

Vitamin C(mg) 92.81 2.58 75.51 4.77a 94.65 4.38b 95.27 2.79b

%Energy from Protein 14.36 0.10 12.88 0.27a 14.83 0.26b 14.50 0.12b

%Energy from Carbohydrate 66.09 0.37 63.72 0.64a 64.39 0.70a 66.91 0.42b

%Energy from Fat 17.95 0.27 22.02 0.41a 18.81 0.48b 17.06 0.29c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etween different subscript letters in each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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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아니지만 라면섭취자가 43.57 mg/dL로, 42.19

mg/dL인 국수섭취자와 42.10 mg/dL인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혈청 콜레스테롤의 경우, HDL

콜레스테롤과 반대로 면류섭취자가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5. 면류섭취에 따른 질병 유병률 실태

한국인 성인의 면류 섭취 종류에 따른 질병에 대한 유병률

은 <Table 4>와 같다. 한국인의 BMI 기준에 의한 비만 유

병률은 면류섭취군이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혈압의

경우, 면류섭취군에 속한 라면섭취군과 국수섭취군이 각각

15.75%와 16.79%로 고혈압 유병률이 23.17%인 면류 비섭

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을 보였다(p<0.05). 저 HDL

혈증의 경우, 면류섭취군이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낮은 경향

을 보였는데, 이는 면류섭취에 따른 혈액의 생화학적 지표

분석에서 면류 섭취군이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HDL 콜레스

테롤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인 것과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대사증후군 유병 또한 면류 섭취군이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라면섭취군은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즉, 라면섭취군과 국수섭취군이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고혈

압,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

사대상자의 체위 및 혈액 생화적적 지표들의 평균값이 모두

정상범위에 속하는 정상인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

령별, 성별, 끼니별, 소득수준별 한국인의 라면 및 국수 섭

취 실태를 알아보았다. 20세 이상의 성인의 면류 섭취 여부

에 따른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였고 체위 및 혈액

생화학적 지표 분석 및 질병 유병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20세 이상의 한국인 중에서 라면섭취군은 조사대상자의

10.3%이었고 국수섭취군은 15.4%이었다. 라면 및 국수의

소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끼니별로는 라

면의 섭취빈도는 점심이 높았으나 섭취량은 아침이 많았고,

<Table 3> Blood Profiles according to Ramyen or Korean noodle (guksu) Consumption, KNHANES 2007

Food group
Total

(n=4,086)

Noodle Consumer
Noodle Non-Consumer

(n=3,036)Ramyen
(n=422)

Korean noodle
(n=628)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BMI(kg/m2) 23.70 0.09 23.47 0.29 23.79 0.25 23.71 0.10
Waist(cm) 82.06 0.29 80.96 0.81 82.24 0.68 82.18 0.33
Systolic blood pressure(SBP: mmHg) 115.870 0.64 112.460 a1.24a 113.570 a0.94a 116.920 a0.72b

Diastolic blood pressure(DBP: mmHg) 75.95 0.36 75.62 0.81 75.40 0.73 76.13 0.38
Serum triglyceride(mg/dL) 131.930 2.46 131.400 7.48 132.000 5.59 131.980 2.52
Serum cholesterol(mg/dL) 186.780 1.16 184.800 3.35 184.170 2.42 187.700 1.18
Serum HDL-cholesterol(mg/dL) 42.26 0.28 43.57 0.90 42.19 0.73 42.10 0.30
Serum fasting glucose(FG: mg/dL) 95.27 0.78 94.78 1.58 93.78 1.12 95.71 0.92
Hemoglobin(Hb: g/dL) 13.98 0.04 13.98 0.11 14.00 0.10 13.98 0.05
Hematocrit(Hct: %) 41.40 0.13 41.62 0.34 41.30 0.28 41.39 0.15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etween different subscript letters in each raw.

<Table 4> Disease Rates according to Ramyen or Korean noodle (guksu) Consumption KNHANES 2007

Food group
Total

(n=4,086)

Noodle Consumer
Noodle Non-Consumer

(n=3,036)Ramyen
(n=422)

Korean noodle
(n=628)

Mean SE Mean SE Mean SE Mean SE
%people of obesity(BMI≥25) 31.91 1.34 33.34 4.22 33.46 2.90 31.33 1.43
%people of hypertension 21.28 1.23 15.75 03.29a 16.79 02.15a 23.17 01.31b

%people of TG≥200 14.69 0.97 16.15 2.80 14.36 2.15 14.56 1.08
%people of cholesterol≥240 09.05 0.69 09.13 2.37 07.60 1.45 09.39 0.77
%people of HDL<40 43.01 1.15 40.89 3.99 42.84 3.01 43.36 1.39
%people of diabetes 08.36 0.83 08.52 2.33 08.95 1.94 08.20 0.84
%people of anemia 09.50 0.71 09.68 1.98 09.06 1.39 09.58 0.90
%people of metabolic syndrome 22.98 1.14 17.63 02.73a 21.91 02.43ab 24.03 01.23b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etween different subscript letters in each 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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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의 섭취는 섭취빈도와 섭취량이 모두 점심에 많았다. 소

득수준이 가장 높은 군에서 라면 및 국수의 소비가 가장 적

었으며, 라면의 경우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군에서 가장 많

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라면과 국

수류 모두 20-49세에서 일일 섭취량이 가장 많았다.

면류 섭취여부에 따라 라면섭취자, 국수섭취자, 면류 비

섭취자로 구분하여 각 군사이의 식품군 섭취량과 영양소 섭

취량을 비교하였다. 곡류의 경우 라면섭취자는 329.08 g,

국수섭취자는 331.36 g으로 264.04 g인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곡류 섭취량이 각각 유의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국수섭취자는 라면섭취자와 면류 비섭취자보다

총식품섭취량, 곡류, 채소류, 조미료류, 유지류의 섭취량이

높았으며 라면섭취자는 채소류의 섭취가 다른 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낮았다(p<0.05).

영양소 섭취량을 보면 라면섭취자는 국수섭취자, 면류 비

섭취자에 비해 에너지, 지질, 탄수화물, 티아민, 리보플라빈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국수섭취자는 라면, 면류 비섭

취자에 비해 단백질, 칼슘, 철, 나트륨, 칼륨, 나이아신의

섭취량이 높았다. 면류 비섭취자는 라면섭취자, 국수섭취자

에 비해 에너지,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 섭취는 가장 낮았

던 반면에 비타민 C의 섭취는 3군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탄수화물, 단백질 및 지

방의 섭취율은 라면섭취군과 국수섭취군의 탄수화물 섭취비

가 63.72%와 64.39%로 면류 비섭취군의 66.91%보다 유의

적으로 낮았으며, 지방의 섭취비율은 면류 섭취군이 면류 비

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섭취하는 면류의 종류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체위 및 혈액

생화학적 지표 분석 결과, 라면섭취자, 국수섭취자가 면류

비섭취자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p<0.05), HDL 콜레스테롤은 유의적은 아니나 라면섭취

자에서 낮게 나타났다. 그 외의 혈액 내 중성지방, 총 콜레

스테롤, 포도당,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트는 3군 간에 차

이가 없었다. 질병 유병률의 경우 면류섭취군이 면류 비섭

취군에 비해 고혈압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라면섭

취군은 면류 비섭취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

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국수는 가루 낸 곡물을 반죽하여 가늘고 길게 뽑은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상용되고 있는 식품이다. 주식으로써 쌀의

소비가 점차 감소하고, 1998년 이후 국수와 라면의 섭취가

증가 추세에 있다. 현재 라면과 국수류가 한국인의 식탁에

차지하는 빈도가 25.7%로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20-30대 사이에서 국수와 라면의 소비량은 높아

지고 있어 섭취 형태와 빈도가 청소년과 성인의 건강에 주요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구 특성별 국수

및 라면 섭취에 따른 건강상태의 변화와 국수 섭취군 내에서

도 섭취한 국수의 종류에 따른 식생활 패턴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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