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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nutrient intak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health status accord-

ing to daily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of adolescents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

nation survey for the sixth period (2013∼2015). Subjects were 1,096 adolescents aged 13∼18 years. The 

average daily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was 518.49±4.94 g. The two groups (insufficient, sufficient) were 

divided by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500 g/day, ≥500 g/day) and the ratio of the insufficient group was 

75.9% while that of the adequate group was 24.1%. The mean of intake of energy, calcium, phosphorus, so-

dium, potassium, iron, thiamin, niacin, vitamin C and dietary fiber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the in-

sufficient and sufficient groups (P＜0.01, P＜0.001).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hysic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The self-perceived health status was better in the sufficient group (P＜0.05), 

while the insufficient group was aware of more stress in their daily life (P＜0.05). The serum triglycerid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sufficient group (P＜0.05), while the total cholesterol was lower (P＜0.05). As 

the characteristics of fruits and vegetables are different, it will be necessary to determine standards for con-

sumption of each typ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a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of 500 g would 

be a reasonable standard for adolescents. Neverthel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efforts to increase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by young people are necessary.

Key words : adolescent, fruits and vegetables intake, nutrient intake, physical characteristics, self-perceived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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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적 단계로써 제2의 성장기이며, 신체적ㆍ심리적ㆍ

사회적인 면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Kwak 등 2015). 그리고 보통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의 사람을 일컫는다(Choi &

Chun 2014).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습관을 보면 외식, 

간식,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섭취는 증가하는 반

면 곡류, 채소, 과일 등 식물성 식품의 섭취는 감소

하고 있어서 점차 서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Kwak 등 2015). 그리고 생활양식의 간편화로 인하

여 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당뇨

병,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만성질환 발

생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Go 등 2013). 

최근 비만과 만성질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방

법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Kim & Seo 2014).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많고 

에너지 밀도가 낮으며,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 

생리활성물질(photochemical)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

유하고 있어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유용하다

(Bhupathiraju & Tucker 2011). 

청소년의 경우 채소를 적절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1일 7∼8회, 1회 분량 70 g으로 했을 때 500∼550 g을 

섭취하고, 과일은 1일 2∼4회, 1회 분량 100 g으로 

했을 때 200∼400 g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 2020에서는 국민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만성질환의 예방 및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6세 

이상에서 과일과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할 것

을 권장하고 있다(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6). 그러나 청소년(10∼18세)의 1일 과일 섭취량

은 144.1 g, 채소 섭취량은 211.9 g으로, 합하면 

356.0 g밖에 되지 않아서 1∼9세를 제외한 전 연령

군 중에서 가장 적은 양을 섭취하고 있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이

런 현상은 청소년들이 육류는 선호하지만 채소류는 

기피하는 기호도 때문으로 보인다(Park & Kim 2008).

청소년에서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채소 선호군이 비선호군보다 식생활 습관이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고(Kwak 등 2015), 채소ㆍ과일류 섭

취 습관과 식이섬유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쌀과 

김치가 남녀 고등학생의 식이섬유 섭취 주요 급원이라

고 하였다(Jung 등 2011). Paek(2009)의 연구에서는 아

동ㆍ청소년기에 과일류의 사과를 많이 먹는 집단에서 

복부비만율이 낮았고, 김치류 섭취빈도가 낮을수록 복

부비만율이 높았다. 그리고 8주간 시행된 현미밥과 채

소 및 과일의 영양 중재는 체내 항산화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보고도 있다(Kim 등 2012). 청소년에

서 채소류는 선호도와 섭취빈도면에서 제일 낮게 나타

났고 채소류를 편식하는 이유로는 ‘맛이 없어서’가 가

장 높았다(Oh & Kim 2012).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영양소 섭취, 신체적 특성, 건강상

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6기(2013∼201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에서 청소년의 24시간 회상법 분

석결과를 활용하여 1일 과일ㆍ채소 섭취량 500 g 미

만 섭취자는 부족군, 500 g 이상 섭취자는 충분군으

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에 

따른 영양소 섭취, 신체적 특성, 건강관련 요인들의 

관련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재 우

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일 과일ㆍ채소 

섭취량 500 g이 청소년들의 성장과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고, 과일과 채소 섭취 증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체계화 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대상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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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조사 사이트(https://knhanes.cdc.go.kr)의 원시자료 

메뉴에 있는 원시자료다운로드 절차에 따라 정보를 

기재한 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다운받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거주 지역과 성별 그리고 연령 집단에 근거하여 다

단계 층화집락복합표본추출법으로 추출하였고, 만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 1,576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 중에서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이 500 kcal 이하이거나 5,000 kcal 이상으로 

부적절하거나 결측치 및 이상응답자, 혈액검사 전 8시

간 공복을 준수하지 않은 자를 제외한 1,096명을 최

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내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교육수준, 거주 지역, 

소득, 연령을 이용하였다. 

2) 주요 영양소 섭취량과 식이섬유 식품군 주요 급원 

에너지와 주요 영양소 섭취량은 1일 24시간 회상

법 분석결과를 이용하였다. 이용한 영양소는 에너지

와 조절 영양소인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

민 A, 카로틴,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식이섬유이다. 이 중 조절 영양소는 1,000 kcal당 

영양소 밀도를 산출하여 비교하였는데, 1일 섭취한 

미량 영양소의 양에 개인의 에너지 섭취량을 1,000

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1일 과일ㆍ채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 결과를 이용하여 개인의 

식품군 분류 1일 과일군과 채소군의 섭취량을 산출

한 다음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3) 신체적 특성

검진자료 결과 중에서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

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이용하였다. 체질

량지수 평가는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따라 4군, 즉 저

체중군(BMI＜18.5), 정상군(18.5≤BMI＜23.0), 과체중

군(23.0≤BMI＜25.0)과 비만군(BMI≥25.0)으로 분류

하였다(Jang 2007).

4)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으로 주관적 건강상태, 평소 스트레

스 인지율,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혈액성분으로 공복혈당(Fasting Blood Sugar), 

혈중 중성지방(Serum Triglyceride), 총콜레스테롤을 

이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IBM Corporation, USA)을 

이용하여 층화ㆍ집락 추출 및 건강설문ㆍ검진ㆍ영

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를 반영한 다단계 층화집락

복합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조사자료 중 명목척

도들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등간 및 비율척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과일ㆍ

채소 섭취수준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독립변수

로 하였다. 독립변수에 따른 에너지 섭취특성 비교 

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성별, 교육

수준, 연령을 보정하였고, 신체적 특성과 혈액성분 

비교 시에는 열량을 추가로 보정하였다. 명목척도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독립성 검정을 하였고, 등간 

및 비율척도는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 분

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증

하였다.

결 과 

1. 독립변수의 분포 특성

본 연구에서는 1일 과일ㆍ채소 섭취량에 대하여 

500 g 미만 섭취군은 부족군, 500 g 이상 섭취군은 

충분군으로 하여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Table 1). 



J Korean Diet Assoc 23(3):316-327, 2017 | 319

Table 1. Distribu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F-value Total
IG

1)
SG

2)

Number (%) 832 (75.9) 264 (24.1) - 1,096 (100.0)

Fruit intake (g) 66.01±1.36
3)

418.40±8.33 1,924.235*** 242.21±4.41

Vegetable intake (g) 175.95±2.21 376.61±7.36 1,150.753*** 276.28±4.56

Total (g) 241.96±2.88 795.01±8.17 5,808.917*** 518.49±4.94
1)

IG: Insufficient group (＜500 g/day)
2)

SG: Sufficient group (≥500 g/day) 
3)

Mean±SE

***P<0.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Variables Items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χ
2
-value

Total 

(N=1,096)IG
1)

 (n=832) SG
2)

 (n=264)

Gender Boys 420 (50.4)
3)

147 (55.7)  6.428**  567 (51.7)

Girls 412 (49.5) 117 (44.3)  529 (48.3)

Education level Elementary school 383 (46.1) 145 (54.9) 1,813.348*** 528 (48.2)

Middle school 388 (46.6) 110 (41.7) 498 (45.4)

High school 61 ( 7.3)  9 ( 3.4) 70 ( 6.4)

Residential area Urban 702 (84.4) 227 (86.0) 0.323  929 (84.8)

Rural 130 (15.6) 37 (14.0) 167 (15.2)

Income Low 110 (13.3) 31 (11.9) 2.168 141 (12.9)

Medium-low 237 (28.5) 63 (24.0) 300 (27.4)

Medium-high 253 (30.4) 88 (33.3) 341 (31.1)

High 232 (27.8) 82 (30.8) 314 (28.6)

Age (years) 15.61±0.26 15.44±0.33 17.742** 15.53±0.02
1)

IG: Insufficient group (＜500 g/day)
2)

SG: Sufficient group (≥500 g/day)
3)

Number (%)

**P<0.01, ***P<0.001

그 분포를 보면 부족군은 전체의 75.9%로 높았고, 

충분군은 24.1%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일ㆍ채소 평균 

섭취량은 518.49±4.94 g이었고, 충분군(795.01±8.17 g)이 

부족군(241.96±2.88 g)에 비해 약 3.3배 더 많이 섭취

하고 있었다. 과일과 채소 각각의 1일 평균 섭취량

은 과일 242.21±4.41 g, 채소 276.28±4.56 g으로 비슷

하게 섭취하였고,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과일은 

6.3배, 채소는 2.1배 더 많이 섭취하였다. 

2. 일반사항

연구 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2와 같다. 성별

은 남성(51.7%)과 여성(48.3%)의 비율이 비슷하였고, 

과일ㆍ채소 섭취군에 따라서는 남성의 비율이 부족

군보다 충분군에서 5% 정도 더 높아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다(P<0.01).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48.2%)과 

중학교 졸업(45.4%)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과일ㆍ채

소 섭취군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는데(P<0.001), 

학력이 올라갈수록 충분군의 비율이 낮아졌다. 거주 

지역을 보면 도시가 84.8%로 대부분 차지하였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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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nergy and nutrients intake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1)
.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F-value
Total 

(N=1,096)IG
2)

 (n=832) SG
3)

 (n=264)

Energy (kcal) 1,997.19±14.98
4)

2,470.65±23.58 24.285*** 2,233.92±14.75

Nutrient density per 1,000 kcal

Calcium (mg) 220.92±3.06 242.86±4.62 77.841*** 231.88±3.72

Phosphorus (mg) 501.40±1.876 533.73±3.68 90.319*** 517.57±2.37

Sodium (mg) 1,655.36±27.08 1,805.77±14.62 19.159** 1,730.57±13.35

Potassium (mg) 1,141.07±6.04 1,613.69±18.72 711.833*** 1,377.38±10.72

Iron (mg) 7.40±0.14 8.03±0.08 35.491** 7.72±0.10

Vitamin A (μgRE) 333.25±7.69 347.94±10.53 3.262 340.59±8.27

Carotene (μg) 1,555.99±46.32 1,620.14±73.27 0.999 1,588.06±52.22

Thiamin (mg) 0.92±0.01 1.05±0.01 81.172*** 0.98±0.01

Riboflavin (mg) 0.67±0.01 0.68±0.01 1.331 0.67±0.01

Niacin (mg) 7.26±0.09 7.92±0.12 28.992**  7.59±0.08

Vitamin C (mg) 26.91±0.90 70.66±1.57 842.793*** 48.79±1.04

Dietary fiber (g) 8.37±0.06 11.46±0.13 621.345***  9.91±0.08
1)

Adjusted for sex, education level and age in total subjects
2)

IG: Insufficient group (＜500 g/day)
3)

SG: Sufficient group (≥500 g/day)
4)

Mean±SE

**P<0.01, ***P<0.001

Table 4. Anthropometric data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1)
.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F-value
Total

(N=1,096)IG
2)

 (n=832) SG
3)

 (n=264)

Height (cm) 165.51±0.14
4)

165.32±0.24 0.338 165.41±0.11

Weight (kg) 59.24±0.19 59.01±0.40 0.254 59.12±0.22

Body mass index
5)

 (kg/m
2
) 21.50±0.07 21.49±0.14 0.002 21.50±0.07

Waist circumference (cm) 71.85±0.18 72.09±0.44 0.395 71.97±0.27
1)

Adjusted for sex, education level, age and energy intake in total subjects
2)

IG: Insufficient group (＜500 g/day)
3)

SG: Sufficient group (≥500 g/day)
4)

Mean±SE 
5)

BMI (Body mass index)=Weight(kg)÷{Height(m)×Height(m)}

일ㆍ채소 섭취량과 거주 지역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다. 

소득의 경우 중상(31.1%), 상(28.6%), 중하(27.4%), 하

(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비율에 따른 과일ㆍ

채소 섭취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5.53±0.02세였고, 부족군(15.61±0.26세)

이 충분군(15.44±0.33세)보다 유의적으로 연령이 높

았다(P<0.01). 

3. 과일ㆍ채소 섭취와 영양소 섭취상태 

Table 3을 보면 청소년의 평균 1일 에너지 섭취량

은 2,233.92±14.75 kcal였다. 그리고 과일ㆍ채소 섭취

군에 따라서는 부족군(1,997.19±14.98 kcal)보다 충분

군(2,470.65±23.58 kcal)에서 에너지 섭취가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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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ealth status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Variables Items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χ
2
-value Total

IG
1)

SG
2)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34 ( 4.1)
3)

15 ( 5.7) 4.918*  49 ( 4.5)

Normal 312 (37.5) 80 (30.3) 392 ( 35.8)

Good 356 (42.8) 121 (45.8) 477 ( 43.5)

Very Good 130 (15.6)  48 (18.2) 178 ( 16.2)

Total 832 (75.9) 264 (24.1) 1,096 (100.0)

Level of perceived stress So much  26 ( 3.1)  9 ( 3.4) 4.197*  35 ( 3.2)

A lot 173 (20.9) 45 (17.1) 218 ( 20.0)

A little 492 (59.4) 156 (59.3) 648 ( 59.3)

Almost not 137 (16.6) 53 (20.2) 190 ( 17.5)

Total 828 (75.9) 263 (24.1) 1,091 (100.0)

Depression Yes  70 ( 8.4)  22 ( 8.4) 0.093 92 ( 8.4)

No 758 (91.6) 241 (91.6)  999 ( 91.6)

Total 828 (75.9) 263 (24.1) 1,091 (100.0)
1) 

IG: Insufficient group (＜500 g/day)
2) 

SG: Sufficient group (≥500 g/day) 
3) 

Number (%)

*P<0.05

Table 5. Distribution of body mass index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1)

.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χ
2
- 

value

Total 

(N=1,096)
IG

2)
 (n=832) SG

3)
 (n=264)

Underweight 150 (18.1)
4)

 60 (22.7) 6.119** 210 (19.2)

Normal 435 (52.3) 127 (48.1) 562 (51.3)

Overweight 111 (13.3)  38 (14.4) 149 (13.6)

Obese 136 (16.3)  39 (14.8) 175 (15.9)
1) 

Underweight: BMI<18.5, Normal: 18.5≤BMI<23, Overweight: 

23≤BMI<25, Obese: BMI≥ 25
2) 

IG: Insufficient group (＜500 g/day)
3)

SG: Sufficient group (≥500 g/day)
4) 

Number (%)

**P<0.01

무기질인 칼슘(P<0.001), 인(P<0.001), 나트륨(P<0.01), 

칼륨(P<0.001), 철(P<0.01)의 영양소 밀도는 모두 부

족군보다 충분군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비타민에서는 비타민 A와 카로틴, 리보플라빈을 제

외한 티아민(P<0.001), 니아신(P<0.01), 비타민 C(P< 

0.001), 식이섬유(P<0.001)가 부족군보다 충분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비타민 C의 경우는 부

족군에 비해 충분군이 2.6배 더 높은 값을 보였다. 

4. 과일·채소 섭취와 신체적 특성

과일ㆍ채소 섭취군에 따른 두 군의 신체적 특성

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의 평균 신

장은 165.41±0.11 cm였고, 평균 체중은 59.12±0.22 kg

이었다. 과일ㆍ채소 섭취량에 따라서는 신장과 체중 

모두에서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비만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BMI와 허리둘레를 알아본 결과 

BMI는 평균 21.50±0.07 kg/m
2
였고, 허리둘레는 평균 

71.97±0.27 cm였다. 그리고 두 지수 모두에서 과일ㆍ채소 

섭취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BMI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Table 5) 정상군이 51.3%로 가장 

많았고, 저체중군 19.2%, 비만군 15.9%, 과체중군 

13.6% 순이었다. 그리고 부족군에 비해 충분군의 저

체중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비만 비율은 더 낮게 



322 | 청소년의 과일⋅채소 섭취와 영양⋅건강상태 비교

Table 7. Biochemical factors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1)

.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F-value
Total 

(N=1,096)IG
2)

 (n=832) SG
3)

 (n=264)

Fasting blood sugar (mg/dL)  90.31±0.12
4)

90.61±0.25 0.815 90.46±0.10

Serum triglyceride (mg/dL) 87.55±2.06 91.66±1.56 11.276* 89.61±1.73

Total cholesterol (mg/dL) 156.55±0.49 155.01±0.55 5.831* 155.78±0.41
1) 

Adjusted for sex, education level, age and energy intake in total subjects
2) 

IG: Insufficient group (＜500 g/day)
3) 

SG: Sufficient group (≥500 g/day)
4) 

Number (%)

*P<0.05

나타나 과일ㆍ채소 섭취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

였다(P<0.01). 

5. 과일·채소 섭취와 건강상태

1) 과일·채소 섭취와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음(43.5%)과 보통(35.8%)이 

높게 나타났다(Table 6). 과일ㆍ채소 섭취량에 따라

서는 충분군에서 매우 좋음(18.2%)과 좋음(45.8%)의 

비율이 더 높아 두 변수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P<0.05). 평소 스트레스 인지 정도는 ‘조금 느

낀다’가 59.3%로 높았고, ‘많이 느낀다’도 20.0%의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과일ㆍ채소 섭취군과도 관련

성을 보였는데(P<0.05), 부족군은 ‘많이 느낀다’의 비

율이, 충분군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주 이상 연속 우울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8.4%만이 느낀다고 하였고, 과일ㆍ채소 섭취군

과는 관련성이 없었다. 

2) 과일·채소 섭취와 혈액학적 특성

과일ㆍ채소 섭취량에 따른 두 군의 혈액검사 결

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전체 평균 공복혈당은 

90.46±0.10 mg/dL였고, 과일ㆍ채소 섭취군에 따라서

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혈중 중성지방과 총콜

레스테롤은 각각 평균 89.61±1.73 mg/dL, 155.78±0.41 

mg/dL를 보였고, 중성지방의 경우 충분군이 부족군

에 비해 더 높았던 반면 총콜레스테롤은 충분군이 

낮게 나타나고, 모두 유의성을 보였다(P<0.05). 

고 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에서는 6세 이상의 1일 

과일ㆍ채소 섭취량 500 g 이상 섭취비율을 2020년 

41.2%까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Korea Health Promotion Institute 2015), 본 연구의 청

소년에서 1일 과일ㆍ채소 평균 섭취량은 518.49±4.94 

g으로 이를 초과하였으나 초과 섭취하는 충분군의 

비율이 전체의 24.1%로 낮았다. 과일과 채소 각각의 

1일 평균 섭취량은 242.21±4.41 g과 276.28±4.56 g으

로 비슷하였는데, 청소년에서 과일류는 선호되나 채

소류는 맛, 향, 질감과 같은 기호를 이유로 편식이 

심해서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Oh & Kim 2012; 

Cho 등 2010). 그리고 충분군은 부족군에 비해 과일

은 6.3배, 채소는 2.1배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고, 채

소류보다 과일류의 섭취가 오히려 높아서 청소년에

서 과일ㆍ채소 500 g 섭취에 과일류의 기여도가 높

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중ㆍ고등학교 급식에

서 제공되는 채소 메뉴들은 잔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2015).

Serdula 등(2004)의 성인 대상 연구에서 소득, 교

육수준, 연령이 높아질수록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채소ㆍ과

일 섭취에 따른 소득 비율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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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족군이 충분군에 비해 교육수준(P<0.001)

과 연령(P<0.01)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중ㆍ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식품 섭취에 있어 

개인의 기호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생기는 결과로 

생각되며, Lee(201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에 비해 고

등학생의 채소 섭취율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

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채소 섭취 증진 교육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Liese 등(2007)과 Lutfiyya 

등(2012)의 연구를 보면 농촌지역이 과일 및 채소류

의 생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과일ㆍ채소 섭취가 더 낮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유의성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평균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233.92±14.75 kcal로, 2015 국민건강영양통계의 청

소년(10∼18세)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인 2,202 kcal와 

비슷하게 섭취하고 있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그리고 부족군과 충분

군의 에너지 섭취량 차이가 약 470 kcal 정도였는데, 

앞서 채소에 비해 에너지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량

이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6.3배 더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칼륨은 거의 모든 

식품에 분포되어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식품, 특히 

채소류, 콩류, 과일류 및 견과류에 함량이 높다(Lee 

등 2017). 그리고 나트륨/칼륨 섭취비율은 나트륨과 

칼륨 각각의 섭취량보다 혈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고 알려져 있고(Du 등 2014), 1 이하로 섭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Joint WHO/FAO Expert Consultation 

2017). 본 연구에서 충분군의 나트륨 섭취량은 부족

군에 비해 150 mg 정도 높았던 반면 칼륨 섭취량은 

약 470 mg 정도 더 높았고, 나트륨/칼륨의 섭취비율

이 부족군은 1.45였던 반면 충분군은 1.12로 더 바람

직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비타민 A 섭취의 

대부분을 채소 및 과일류의 β-카로틴 형태로 섭취

하고(Kim 등 2016),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비타

민 A의 섭취는 80.9%를 식물성 식품을 통해 얻었으

며 그중에 채소류는 42.6%로 높았으나 과일류는 

1.1%로 비타민 A 섭취에 매우 낮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o 2001). 본 연구에서는 과일ㆍ채

소 섭취 부족군과 충분군 간에 비타민 A뿐만 아니

라 카로틴의 섭취량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청소년의 비타민 A 섭취에 주

로 기여하는 것이 채소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

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에서 비타

민 C는 식물성 식품(84.0%)에서 주로 얻었으며, 주

요 공급원은 채소류(40.6%)와 과일류(29.6%)인데(Kim 

& Cho 2001), 본 연구에서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1,000 kcal당 비타민 C 섭취가 2.6배 정도 더 많았다. 

청소년들의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를 위하여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중요하며(Suh & Chung 2010), 과일과 

채소류 섭취빈도가 높은 청소년은 식이섬유 섭취량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설탕이나 포화지방산, 콜레스

테롤, 나트륨 섭취량이 낮아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illiams & Bollella 1995; 

Kim 등 2011). 본 조사에서도 1,000 kcal당 식이섬유 

섭취량이 충분군에서 3 g 정도 더 많았다(P<0.001). 

본 연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BMI로 비만 여부

를 평가한 결과 평균값이 21.50±0.07 kg/m
2
로 대한비

만학회의 정상 기준인 18.5∼23.0 kg/m
2 
미만에 속하

였다(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2016). 

그리고 복부비만 평가에 쓰이는 허리둘레는 평균 

71.97±0.27 cm로, 남성 90 cm, 여성 85 cm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Lee 등 2007). 그리고 BMI와 허리둘레 

평균값 모두 부족군과 충분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는데, BMI의 분포를 보면 에너지 섭취량이 

더 높았던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저체중 비율은 

높았던 반면 비만 비율은 더 낮게 나타났다(P<0.01). 

Park(2015)도 남성은 주당 과일ㆍ채소 섭취빈도가, 

여성은 주당 과일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과체중 발

생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바 있고, Moon & 

Lee(2009)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저체중군의 과

일 섭취빈도가 비만군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같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겠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과일ㆍ채소 섭취 충분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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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P<0.05), Choi(2014)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도 아침식사를 많이 할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였다. Choi(2003)는 채소류

의 지속적인 섭취는 함유된 무기질로 인하여 심리

적 안정감과 인내심 유지에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해소를 보다 원활하게 해준다고 한다. Lee 등(2013)

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경험이 높은 청소년이 그

렇지 않은 군에 비해 과일, 채소, 우유 등 구강 건

강에 좋은 음식은 적게 섭취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1일 과일ㆍ채소를 500 g 이상 섭취하는 충분군에

서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결과를 보였다(P<0.05). 

Moon 등(2017)은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과일, 채

소, 우유를 섭취한 군에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

았고, 행복감은 과일, 채소를 섭취한 군에서 유의하

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

서는 2주 이상 연속 우울감과 과일ㆍ채소 섭취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Jung(2003)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채소

류를 적게 섭취하고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

에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서 과

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과일ㆍ채소 섭취군에 따라서 공복혈당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식품 섭취와 심혈관

계 질환의 위험성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식물성 식품이 심혈관계 질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식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된 

식이섬유, 항산화영양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생리

활성물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h 등 2016). 

본 연구에서 두 군 모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정상 범위에 속하였고,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이 약 1.5 mg/dL 정도 더 낮았는데

(P<0.05), 채식을 하는 청소년은 일반식을 하는 청소

년보다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ebbelinck 등 1999; Larsson & Johansson 2005). 

본 연구에서는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중성지방이 

4.1 mg/dL 더 높게 나타났지만(P<0.05) 두 군 모두 

중성지방 농도가 정상 범위에 속하였다. 식이섬유 

급원에 따라 혈중 중성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

다는 보고(Lairon 등 2005; Holmes 등 2012)들을 볼 

때 아마도 충분군이 부족군에 비해 채소보다 과일 

섭취량이 더 많은 것도 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 중 청소년(만 13∼18세) 1,096명을 대상으

로 과일ㆍ채소 섭취에 따른 영양소 섭취, 신체적 특

성, 건강상태를 비교하여 과일과 채소 섭취 증진을 

위한 식생활교육을 체계화 시키는데 기초자료를 마

련하고자 하였다. 

1. 본 연구에서 과일ㆍ채소 섭취 부족군은 전체의 75.9%, 

충분군은 24.1%였다. 그리고 과일ㆍ채소 평균 섭

취량은 518.49±4.94 g이었다. 

2. 성별은 부족군보다 충분군에서 남성의 비율이 5% 

정도 더 높았고(P<0.01), 학력은 부족군에서 더 높았

다(P<0.001).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15.53±0.02세

였고, 부족군이 충분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1). 

3.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233.92± 

14.75 kcal였다. 그리고 에너지(P<0.001), 칼슘(P< 

0.001), 인(P<0.001), 나트륨(P<0.01), 칼륨(P<0.001), 

철(P<0.01), 티아민(P<0.001), 니아신(P<0.01), 비타

민 C(P<0.001), 식이섬유(P<0.001)에서 충분군의 

섭취가 많아 부족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 전체의 평균 신장은 165.41±0.11 cm, 체중은 59.12± 

0.22 kg, BMI는 21.50±0.07 kg/m
2
, 허리둘레는 

71.97±0.27 cm였고, 부족군과 충분군 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BMI 분류에서

는 부족군보다 충분군에서 저체중 비율은 더 높

았던 반면 비만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P<0.01). 

5. 과일ㆍ채소 섭취 충분군에서 주관적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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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다고 나타났고(P<0.05), 평소 스트레스는 부

족군보다 적게 인지하고 있었다(P<0.05). 우울감

과 과일ㆍ채소 섭취와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6. 전체 평균 공복혈당은 90.46±0.10 mg/dL, 중성지

방은 89.61±1.73 mg/dL, 총 콜레스테롤은 155.78±0.41 

mg/dL를 보였고, 충분군에서 중성지방(P<0.05)은 

유의적으로 더 높았던 반면 총콜레스테롤(P<0.05)

은 낮았다. 

현재 청소년의 과일ㆍ채소 섭취량이 부족하여 건

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

는 가운데 본 연구는 500 g이라는 기준량을 가지고 

비교한 결과 500 g 이상 섭취군에서 영양소 섭취와 

낮은 스트레스,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유익한 점

도 있었지만 신체적 특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혈중 중성지방이 높은 문제점도 드러났다. 과일ㆍ채

소 섭취가 충분한 군의 경우도 과일의 섭취가 더 

높았는데, 앞으로 청소년에게 과일ㆍ채소 섭취량 500 g

이 합당한 기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과일과 

채소가 지닌 특성이 다르므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깊은 연구와 각각의 섭취기준을 마련하

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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