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5-4339   eISSN 2287-4992
Korean J. Food Nutr. Vol. 30. No. 5, 1048~1057 (2017)
https://doi.org/10.9799/ksfan.2017.30.5.1048  

THE KOREAN JOURNAL OF
한국식품영양학회지
FOOD AND NUTRITION

- 1048 -

중년 남성에서 과일․채소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도 비교

- 제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이용 -

†허 은 실

창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Metabolic Syndrome Risk according to Fruit and Vegetable Intake in Middle-aged Men
- Us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13~2015 -

†Eun-Sil Her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angshin University, Changwon 51352,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nutrient intake, health-related factors, and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an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dds ratio according to fruit and vegetable intake among middle-aged Korean men. Subjects included 1,677 
men aged 40–64 years. The averag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was 578.48±5.90 g/day. Forty-nine percent of the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the deficient group based on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other subjects were categorized into the 
adequate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trient density per 1,000 kcal of energy, minerals, vitamins, and dietary 
fiber between the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p<0.001). In terms of health-related factors, only the current smoking rate in 
the deficient group (57.9%) was higher than that in the adequate group (45.4%) (p<0.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between the fruit and vegetable intake groups. Proportion of serum triglycerides (42.6%) 
was the highest at a rate that exceeded the criteria for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but systolic blood pressure (21.7%) showed 
a very low rate. The fasting blood glucose, serum triglycerides,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eficient 
group than in the adequate group (p<0.05).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31.2%. OR for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related to fruit and vegetable intake was 1.270 times higher in the deficient group than in the adequate group (p<0.05). Also, when 
the daily fruit intake was increased by 100 g,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reduced by 0.948 times but it was not 
related to the vegetable intak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to establish the guidelines for fruit and vegetable 
intake for prevention of metabolic syndrome in middle-ag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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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의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인슐린 

저항성 증가, 중성지방의 증가, HDL-cholesterol의 감소 및 혈

압상승 중 3가지 이상을 복합적으로 보유한 상태이다(Grundy 
et al. 2004).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검진 통계

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4.0%가 대사증후군이고, 남성

(27.3%)이 여성(20.2%)에 비해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Sta-
tistics Korea 2015). 그리고 특히 중년 남성에서 식생활의 서

구화와 신체활동의 감소,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과 노화의 진행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

다(Na 등 2010). 따라서 대사증후군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식

사와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을 한다면 결국 심혈관질환

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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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등 2009).
질병과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영양소들이 서로 간에 상관

관계가 밀접해서 각 영양소 효과를 찾기 힘들므로 하나의 식

품이나 영양소보다는 식품군과 섭취패턴의 효과 연구를 통

해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 주는 것이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실천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ryer 등 2001; Choi & Bae 2007; Panagiotakos 등 2007; Lee 
등 2014).

한국인의 식품군별 1일 섭취량을 보면 1위가 곡류(300.0± 
3.2 g), 2위가 채소류(296.8±4.1 g), 3위가 과일류(198.3±6.0 g)
로 식생활에서 채소류와 과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에너지가 낮고, 식
이섬유가 풍부하며, 비타민과 무기질 및 플라보노이드, 카로

티노이드와 같은 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이 풍부하다

(Kwon 등 2009). 이러한 과일과 채소의 구성성분들은 여러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Choi 
& Bae 2007; He 등 2007; Kwon 등 2009; Park Y 2010) 매일 

적절히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Esmaillzadeh 등 2006; Choi 
& Bae 2007).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개인의 경우 과일 및 채소(비염장

채소와 과일)를 1일 최소 400 g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

고(World cancer research fund 2007),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영양 관련 사업목표지표에서 만성질

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만 6세 이상에서 과일과 채소를 1
일 500 g 이상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1). 그리고 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 따르

면 중년남성에서 권장식사패턴 A의 경우 1회 분량 기준으로 

1일 8회, 1인 1회 분량 70 g으로 했을 때 560 g, 과일은 1일 

2~3회, 1인 1회 분량 100 g으로 했을 때 200~300 g의 분량을 

섭취해야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Nutri-
tion Society 2015). 실제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과일 및 채소 

섭취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과

일 및 채소 섭취량 1일 500 g 이상 섭취자 분율은 50~64세가 

54.9%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30~49세가 47.7%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50~59세 남성의 채소 섭취

량은 411.6 g, 과일섭취량은 212.8 g으로 총 624.4 g을 섭취하

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우리나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과 식품군 또는 

섭취패턴과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을 살펴보면 Koo & Park 
(2011)은 육가공품 섭취와 대사증후군 유병률 간의 관계가 

유의적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중년 여성에서 전곡류 섭취가 

영양섭취의 질을 높이고, 고중성지방혈증과 복부비만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Kim 등 2014). 그리고 잡곡과 

채소 및 과일 패턴의 식사를 할수록 고중성지방혈증 위험도

가 낮아진다는 보고도 있었다(Lee 등 2014). Choi & Bae 
(2007)는 채소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혈청 총 콜레스테롤은 

감소한다고 하였고, Kang & Sohn (2016)은 심혈관질환의 예

방과 치료를 위해서 최소 과일 1회를 포함하여 과일과 채소

를 하루 5.5~7회, 10~11가지 정도 이상 섭취할 것을 제안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과일 및 채소 섭취와 대사증후군 유병 위

험도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고, 과일, 채소 

각각이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 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

조사 결과에서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1일 과일․채소 섭취기준인 500 g 미만 섭취자를 부

족군, 500 g 이상 섭취자를 충분군으로 설정하여 독립변수로 

하였다. 그리고 두 군 간의 영양소 섭취, 건강 관련요인, 대사

증후군 위험인자와의 관련성과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과일․채소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 위험도

(Odds ratio : OR)를 구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일 과일․채소 섭취 500 g이 대사

증후군 예방을 위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식사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이트(https://knhanes.cdc.go.kr)에서 제공하는 원시자료 중 

제 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다운받아 사

용하였다. 조사대상은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에 근거한 층화 

다단계 집락 복합표본추출법으로 추출되었으며, 그 중에 40
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남성 3,60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

다. 대상자 중에서 1일 총 에너지가 500 kcal 이하이거나 

5,000 kcal 이상으로 부적절하거나, 결측치 및 이상응답자는 

자료를 제외하였다. 그리고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보기 위

해 혈액검사 전 8시간 공복을 준수하지 않은 자, 당뇨병, 고혈

압, 이상지질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약물을 복

용하거나, 치료 중인 자를 제외한 1,677명을 최종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2 연구내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결혼 여부,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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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1)

F-value Total
DG AG

Number (%) 807(48.7)  870(51.3) - 1,677(100.0)

Fruit (g)  48.73±3.002) 325.56±10.76 619.769*** 187.14±5.61
Vegetable (g) 260.64±3.90 522.03±7.90 868.138*** 391.34±4.38

Total (g) 309.37±3.86 847.59±11.20 2,052.997*** 578.48±5.90
1) DG: Deficiency group (<500 g), AG: Adequate group (≥500 g). 
2) Mean±S.E. 
*** p<0.001.

Table 1. Distribution of independent variables          

득, 연령을 이용하였다. 

2) 영양소와 과일․채소 섭취량
에너지영양소와 조절영양소 섭취량은 조사 1일 전 식품섭

취내용인 24시간 회상법으로 수집한 자료의 분석결과를 이

용하였다. 이용한 영양소는 에너지와 무기질인 칼슘, 인, 나
트륨, 칼륨, 철분, 비타민 중 비타민 A, 카로틴, 티아민, 리보

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그리고 식이섬유이다.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는 1,000 kcal 당 영양소 밀도를 구하여 비교

하였는데, 1일 섭취한 영양소의 양에 1,000을 곱한 후 에너지 

섭취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과일․채소 섭취량은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24시간 회상법 원시자료에서 개인별로 식품군 

분류 1의 1일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을 합하여 구하였다.  

3)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으로 월간 음주 여부, 현재 흡연 여부, 2주 

이상 연속 우울감 여부, 스트레스 인지율, 1일 평균 수면시간

을 활용하였다.

4)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의 진단기준
검진자료 중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인 허리둘레, 공복혈당, 

HDL-cholesterol, 혈청 중성지방과 혈압을 이용하였다. 이때 

혈압은 총 3번 측정치 중 2, 3차 평균 측정치를 활용하였다.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은 NCEP-ATP III(Grundy et al. 2004)을 

기본으로 하였고, 허리둘레는 대한비만학회(Lee 등 2007)에
서 제시한 복부비만 기준인 90cm 이상을 사용하였으며, 공복

혈당은 2003년 미국당뇨학회에서 제시한 공복혈당장애 기준

(Genuth 등 2003)인 100 mg/dL 이상 혹은 당뇨병약을 복용 중

이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를 해당사항으로 하였다. 그
리고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

압이 85 mmHg 이상이거나 혈압조절제 복용 중인 경우, 혈청 

중성지방은 150 mg/dL 이상이거나 이상지질혈증약을 복용 

중인 경우, HDL-cholesterol은 남자 40 mg/dL 미만인 경우로 

하였고, 이들 5가지 위험인자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층화․집락 추출 및 건

강 설문․검진․영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

본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과일․채소 섭취군에 

따른 분석 시에 명목과 순위척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

었고,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독립성 검정을 하였다. 비율척도

는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독립변수인 과일․채소 섭취량

에 따른 영양소 섭취의 특성 비교 시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에서 차이를 보인 결혼상태, 교육수준, 수입, 연령을 보정하

였고,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석에서는 에너지섭취량을 추가 

보정하였다. 과일․채소섭취량과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교

차비(OR) 분석을 위해서 결혼상태, 교육수준, 수입, 연령, 에
너지 섭취와 현재 흡연 여부를 보정하여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p<0.001, 
p<0.01 수준에서 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독립변수의 분포특성
독립변수의 분포를 보면(Table 1) 과일․채소 섭취 1일 500 

g 미만의 부족군은 전체의 48.7%이었고, 500 g 이상의 충분

군은 51.3%이었는데,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충분군과 

같은 개념인 과일․채소 500 g 이상 섭취자 분율이 30~49세 

47.7%, 50~64세 54.9%를 보인 바 있다(Korea Centers for Dis-
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 2020에서는 2020년까지 과일과 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을 41.2%로 증가시키겠다는 기준을 세웠

는데, 본 연구에서는 51.3%로 이 비율을 10% 가량 초과하고 

있었다(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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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Fruit and vegetable intake1)

χ2 value Total
(N=1,677)DG

(N=807) 
AG

(N=870)

Marital status
Married 754(93.4)2) 836(96.1)  

7.826**  1,590(94.8)
Unmarried  53( 6.6)  34( 3.9)   87( 5.2)

Residence
Urban 633(78.4) 708(81.4)

3.072
1,341(80.0)

Rural 174(21.6) 162(18.6) 336(20.0)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109(13.5)  72( 8.2)

19.534***

181(10.8)
Middle school 105(13.0) 105(12.1) 210(12.5)
High school 285(35.3) 293(33.7) 578(34.5)
≥College 308(38.2) 400(46.0) 708(42.2)

Income

Low 216(26.8) 162(18.6)

43.335***

378(22.5)
Middle low 223(27.6) 218(25.1) 441(26.4)
Middle high 207(25.6) 223(25.6) 430(25.6)

High 161(20.0) 267(30.7) 428(25.5)
Age(years) 49.16±0.253) 50.23±0.22 10.443** 49.69±0.17

1) DG: Deficiency group (<500 g), AG: Adequate group (≥500 g). 
2) Number (%).
3) Mean±S.E.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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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채소의 평균 섭취량은 578.48±5.90 g이었고, 부족군

에 비해 충분군에서 2.7배 정도 더 많은 양을 섭취하였다(p< 
0.001). 세부적으로 보면 과일은 187.14±5.61 g, 채소는 391.34 
±4.38 g을 섭취하고 있었고, 이는 2015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의 1일 권장사항인 과일 200~300 g, 채소 560 g보다 훨씬 적

은 양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n Nutrition 
Society 2015). 전체적으로 채소 섭취량이 과일 섭취량보다 2
배 가량 더 많았는데, Kwon 등 (200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

과를 보인 바 있다. 과일․채소 섭취군별로 보면 부족군에 비

해 충분군에서 과일은 약 6.7배, 채소는 약 1.7배 더 많이 섭

취하고 있었다(p<0.001). 

2. 과일․채소 섭취에 따른 일반사항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

리 알려져 있고,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상태인 경우 과일과 채소 섭취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erdula 등 2004; Kwon 등 2009; 
Lee & Shin 2015). 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Table 2), 결혼 여부에서는 전체의 94.8%가 기혼상

태이었고, 과일․채소 섭취량 부족군(93.4%)에 비해 충분군

(96.1%)에서 기혼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두 변수 간에 관련

성을 보였다(p<0.01). 거주지역은 도시가 80.0%로 높은 비율

을 보였고, 부족군(78.4%)에 비해 충분군(81.4%)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관련성은 보이지 않았다. Kim & Choi 
(2014)의 연구에서는 과일 및 채소류의 섭취빈도가 농촌지역

에서 도시지역보다 낮았고, 그 이유로 낮은 소득수준과 매장

이 적은 것을 든 바 있다.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이상이 42.2 
%, 고등학교 졸업이 34.5%로 높았으며, 부족군은 초등학교 

졸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비해, 충분군은 대학졸업 이

상의 비율이 더 높았고, 두 변수가 관련성을 보였다(p<0.001). 
소득수준은 중하(26.4%), 상(25.5%), 중상(25.6%), 하(22.5%)의 
순으로 비슷한 값들을 보였고, 부족군에 비해 충분군의 소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p<0.001).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9.69±0.17세이었고, 부족군(49.16±0.25세)보다 충분군(50.23± 
0.22세)의 연령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p<0.01).  

3. 과일․채소 섭취에 따른 영양소 섭취비교
과일․채소 섭취군에 따른 에너지 섭취와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의 1,000 kcal당 영양소 밀도는 Table 3과 같다. 1일 평

균 에너지섭취량은 2,373.25±52.61 kcal이었고, 과일․채소 

섭취군에 따라서는 부족군(2,179.56±57.17 kcal)보다 충분군

(2,566.93±57.59 kcal)에서 에너지 섭취가 약 400 kcal 정도 더 

높았다(p<0.001). 한편, Järvi 등 (2016)은 1일 500 g 이상의 과

일과 채소를 자유롭게 섭취한 군에서 에너지 섭취가 감소하

였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무기질의 1,000 kcal당 영양소 밀도를 보면 다량무기질  



허  은  실 한국식품영양학회지1052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2) 

F-value Total
(N=1,677)DG

(N=807) 
AG

(N=870)
Energy (kcal) 2,179.56±57.173) 2,566.93± 57.59 71.473*** 2,373.25±52.61

Nutrient density per 1,000 kcal

Macromineral

Calcium (mg) 207.87±5.85 251.00±7.20 48.682*** 229.44±5.78
Phosphorus (mg) 492.47±7.99 536.61±7.88 31.485*** 514.54±6.90

Sodium (mg) 1,834.28±57.92 2,154.40±54.42 38.660*** 1,994.34±49.95
Potassium (mg) 1,200.63±22.46 1,611.45±26.90 255.746*** 1,406.04±21.19

Tracemineral Iron (mg) 7.55±0.29 9.50±0.44 14.495*** 8.52±0.27

Fat-soluble 
vitamin 

Vitamin A (μgRE) 269.18±13.09 389.51±24.66 32.097*** 329.35±16.64

Carotene (μg) 1,311.48±71.97 2,051.30±143.45 36.221*** 1,681.39±95.40

Water-soluble 
vitamin 

Thiamin (mg) 0.91±0.02 1.07±0.02 118.851*** 0.99±0.02
Riboflavin (mg) 0.57±0.01 0.65±0.02 27.172***  0.61±0.01

Niacin (mg) 7.29±0.19 8.27±0.17 37.197***  7.78±0.16
Vitamin C (mg) 19.00±1.84 56.12±2.44 219.933*** 37.56±1.76

Dietary fiber (g) 9.37±0.27 13.06±0.29 198.471*** 11.22±0.25
1)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nd age in total subjects.
2) DG: Deficiency group (<500 g), AG: Adequate group (≥500 g).
3) Mean±S.E.
*** p<0.001.

Table 3. Nutrient intake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1)

인 칼슘은 229.44±5.78 mg, 인은 514.54±6.90 mg, 나트륨은 

1,994.34±49.95 mg, 칼륨은 1,406.06±21.19 mg이었으며, 미량

무기질인 철분의 평균섭취량은 8.52±0.27 mg이었다. 과일․

채소 섭취군에 따라서는 무기질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부족군보다 충분군에서 섭취가 더 높았으

며, 특히 과일과 채소가 좋은 급원이 되는 칼륨의 경우, 약 

400 mg 정도의 섭취차이를 보였다. 나트륨/칼륨 섭취비율은 

나트륨과 칼륨 각각의 섭취량보다 혈압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고 알려져 있으며, 1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u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부족군이 1.53, 충분군은 1.34의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비타민 A의 대부분을 채소 및 과일류에 함유

된 β-카로틴 형태로 섭취하고 있는데(Kim 등 2016b), 본 연구

의 비타민 A에 대한 평균 영양소 밀도는 329.35±16.64 μgRE
이었고, 과일․채소 섭취 부족군에 비해 충분군의 섭취가 약 

120 μgRE정도 더 높았으며(p<0.001), 카로틴의 섭취 또한 두 

군 간에 약 740 μg 정도의 섭취차이를 보였다(p<0.001). 수용

성 비타민에서 티아민의 평균 섭취량은 0.99±0.02 mg, 리보플

라빈은 0.61±0.01 mg, 나이아신은 7.78±0.16 mg, 비타민 C는 

37.56±1.76 mg이었고, 모두에서 부족군에 비해 충분군의 섭

취가 더 높았으며(p<0.001), 특히 과일과 채소가 주요 급원인 

비타민 C의 경우, 약 2.95배 정도 더 높은 값을 보였다. Kwon 

등 (2009)의 연구에서도 성인 남성에서 1일 400 g 미만의 과

일․채소 섭취군보다 400 g 이상 섭취군에서 에너지를 비롯

하여 연구된 무기질, 비타민들의 1,000 kcal 당 영양소 밀도가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식이섬유의 평균 섭취량은 11.22±0.25 g이었고, 부족군과 

충분군의 비교에서 약 3.7 g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데(p<0.001),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식이섬유 섭취량에 가장 기

여가 큰 식품군으로 채소류(32.9%)와 과일류(11.0%)가 전체

의 약 43.9%를 차지하였다(Yeon 등 2016). 

4. 과일․채소 섭취에 따른 건강관련 요인비교
적절한 음주, 금연, 수면과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습관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들로 알려져 

있다(Katano 등 2010). Table 4를 보면 월 1회 이상의 음주율

은 전체의 74.0%이었고, 과일․채소 섭취량에 따라서는 부족

군(75.5%)이 충분군(72.7%)에 비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

으나,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현재 흡연율은 51.7% 수준

이었고, 부족군(57.9%)에 비해 충분군(45.4%)에서 흡연율이 

더 낮았고, 두 변수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p<0.001). 
이는 Kim AJ (2002)의 연구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집단이 흡

연을 하는 집단보다 건강행위를 더 잘했던 것처럼 과일․채

소 섭취도 더 신경을 쓰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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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1) 

χ2 or F-value Total
DG AG

Drinking 607(75.5)2) 632(72.7)  2.164 1,239(74.0)

Smoking 402(57.9) 308(45.4) 24.355*** 710(51.7)

Depression  37( 6.7)  44( 7.4)  0.011 81( 7.1)

Mental stress 182(22.7) 195(22.4)  0.224 377(22.5)

Sleep duration (hours) 6.98±0.123) 6.80±0.15  1.275 6.89±0.11
1) DG: Deficiency group (<500 g), AG: Adequate group (≥500 g). 
2) Number (%).
3) Mean±S.E. 
*** p<0.001.

Table 4. Health-related factors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intake2) 

F-value Total
(N=1677)DG

(N=807)
AG

(N=870)

Waist circumference (cm)  84.12±0.563)  84.01±0.61 0.050  84.07±0.54

Fasting blood sugar (mg/dL) 103.92±1.84 102.39±2.16 1.486 103.15±1.91

HDL-cholesterol (mg/dL)  46.46±0.71  46.37±0.76 0.025  46.42±0.68

Triglyceride (mg/dL) 205.66±11.42 192.18±12.39 2.264 198.92±11.04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1.30±1.03 120.76±1.16  0.460 121.03±1.02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1.36±0.67  80.78±0.75  1.107  81.07±0.66
1)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ge and energy intake in total subjects. 
2) DG: Deficiency group (<500 g), AG: Adequate group (≥500 g). 
3) Mean±S.E. 

Table 5.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1)

우울증은 식품섭취와 체중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대사

증후군을 일으킨다(Brown 등 2004). 그러나 본 연구에서 2주 

이상의 연속 우울감을 느낀 경우는 전체의 7.1%이었고, 과
일․채소 섭취 부족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스트레스 인

지율은 전체의 22.5% 수준이었고, 과일․채소 섭취와도 관련

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Myung 등 (2009)의 도시 중년남

성 연구에서 식습관이 좋을수록 스트레스 정도는 낮아지고, 
50세 이후에 스트레스를 적게 느낄수록 영양위험이 낮아진

다는 보고(Yim KS 2007)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1일 

평균 수면시간은 6.89±0.11시간으로 양호하였고, 부족군(6.98 
±0.12시간)이 충분군(6.80±0.15시간)보다 수면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Hwang 등(2010)은 적정

수면군(6~8시간)군이 수면부족군(5시간 이하)에 비해 대사증

후군의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5. 과일․채소 섭취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특성
비교

Table 5를 보면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들의 전체 평균값들 

은 공복혈당이 103.15±1.91 mg/dL로, 공복혈당장애 기준인 

100.00 mg/dL 이상(Genuth 등 2003)보다 높은 값을 보였던 것

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값을 나타내었다. 과일․채소 섭취

량에 따라서는 부족군(205.66±11.42 mg/dL)에 비해 충분군

(192.18±12.39 mg/dL)의 혈청 중성지방값이 약 13.5 mg/dL 낮
았고,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 부족군에 비해 충분군

이 조금 낮은 값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Järvi 등 (2016)의 연구에서도 16주 동안 500 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자유롭게 섭취한 군과 대조군 간에 혈당, 혈청지질, 
혈압과 같은 대사적 위험인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Esmaillzadeh 등 (2006)과 Choi & 
Bae (2007)의 연구에서는 채소섭취량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지표인 허리둘레, 혈청 중성지방, 혈중 포도당 및 혈압이 유

의적으로 낮았고, HDL-cholesterol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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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riterion 
Fruit and vegetable intake1) 

χ2 value Total
DG AG

Waist circumference (cm) ≥90 200(24.8)2) 224(25.7) 0.002  424(25.3)
Fasting blood glucose (mg/dL) ≥100 345(43.6) 327(38.3) 6.318*  672(40.8)
HDL-cholesterol (mg/dL) <40 196(24.7) 212(24.8) 0.042  408(24.8)
Triglyceride (mg/dL) ≥150 363(45.8) 337(39.5) 6.430*  700(42.6)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0 176(21.8) 188(21.6) 0.193  364(21.7)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5 265(32.8) 258(29.6) 4.189*  523(31.2)
Retention numbers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3 258(32.6) 255(29.9) 2.073  513(31.2)

1) DG: Deficiency group (<500 g), AG: Adequate group (≥500 g). 
2) Number (%).
* p<0.05.

Table 6. Distribution of risk factors and prevalence for metabolic syndrome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

Variables
Unadjusted 

F value
Adjusted 

F value
OR (95% CI) OR (95% CI)

Fruit and 
vegetable intake2) 

DG 1.164(0.923~1.469)
1.651

1.270(1.001~1.614)
3.855*

AG 1.000(reference) 1.000(reference)

Fruit intake3) 0.953(0.909~0.999) 3.980* 0.948(0.903~0.996) 4.599*

Vegetable intake4) 1.010(0.974~1.047) 0.286 0.997(0.959~1.035) 0.031
1) Adjusted for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income, age, energy intake and smoking in total subjects.
2) DG: Deficiency group(<500 g), AG: Adequate group(≥500 g).
3) The odds ratio at on increase of 100 g.
4) The odds ratio at on increase of 70 g.

Table 7. Odd's ratio for metabolic syndrome by fruit and vegetable intake1)

6. 과일․채소섭취에따른대사증후군위험인자의분포
와 유병률 비교

Table 6은 과일․채소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들의 분포와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가장 높은 인자는 혈청 중성지방으로, 전체의 

42.6%가 기준인 150 mg/dL를 초과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

는 Jang 등 (2016)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복혈당

(40.8%), 이완기혈압(31.2%), 허리둘레(25.3%), 혈청 HDL-콜
레스테롤(24.8%), 수축기혈압(21.7%) 순으로 기준을 초과한 

비율을 보였다. 과일․채소 섭취량에 따라서는 3가지 위험요

인에서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는데(p<0.05), 부족군이 충분

군에 비해 공복혈당은 5.3%, 혈청 중성지방은 6.2%, 이완기

혈압은 3.2%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중에서 3개 이상 판정기준을 벗어날 

시 대사증후군으로 판정하는데, 본 연구의 대사증후군 유병

률은 전체의 31.2%로, Jang 등 (2016)의 중년 대상 연구에서 

보인 38.5%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과일․채소 섭취량 충

분군(29.9%)의 유병률이 부족군(32.6%)보다 더 낮았으나, 유

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Lee MS (2004)의 중년 연구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으나, 건강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과일류와 채소류를 거의 먹지 않는다의 비율이 더 높았다.

7. 과일․채소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지표 오즈비
결혼상태, 교육수준, 수입, 연령, 에너지 섭취, 흡연 여부를 

보정한 후, 과일․채소 섭취량, 그리고 과일과 채소 각각의 

섭취량이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즈비

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그 결과를 보면 과일․채소 섭취 충분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족군의 대사증후군 유병 오즈비는 1.270배로 증가하였

다(p<0.05). He 등 (2007)의 심혈관 질환과 과일․채소 섭취

량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과일과 채소를 3~5회 섭취했

을 때 관상심장질환으로 진단될 상대적 위험도가 0.93배였으

나, 5회 이상 섭취하였을 때는 0.83배로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과일과 채소 섭취량 각각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과

일은 1인 1회 분량인 100 g을 기준으로 하여 1일 과일섭취량

이 100 g씩 증가할 때, 대사증후군 유병 가능성은 0.948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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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으나(p<0.05) 채소는 1인 1회 분량 70 g을 기준으로 하

여 1일 채소섭취량이 70 g씩 증가할 때 대사증후군 유병 오

즈비는 0.998로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Kim MJ(2011)는 한국인의 연간 1일 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채

소는 양파, 무, 감자, 콩나물, 애호박이었으나, 이들 채소의 폴

리페놀 함량은 적었던 반면, 1일 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과일

은 사과, 귤로, 특히 귤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활

성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체 채소

의 40%를 차지하는 김치섭취가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Kim 등 2016a). 한편, 최근 개

정된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에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

취하도록 권고하면서 단순당 과다 섭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일 섭취량을 1일 200 g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Committee for 
Guidelines of Management of Dyslipidemia 201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 6기(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중

에서 중년남성 1,677명을 대상으로 과일․채소 섭취량에 따

른 영양소 섭취와 건강관련요인,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유

병률을 비교하고, 과일․채소 섭취와 대사증후군 유병률의 

교차비를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69±0.17세이었으며, 과일․채

소 섭취량은 1일 평균 578.48±5.90 g이었다. 그리고 과일․채

소 섭취 부족군은 전체의 48.7%, 충분군은 51.3%이었으며, 
부족군에 비해 충분군에서 과일은 약 6.7배, 채소는 약 1.7배 

더 높은 섭취를 보였다(p<0.001).
2. 1일 에너지 평균섭취량은 2,373.25±52.61 kcal이었고, 부

족군보다 충분군에서 약 400 kcal 정도 더 높았다(p< 0.001). 
분석한 모든 무기질과 비타민, 식이섬유의 1,000 kcal당 영

양소 밀도에서 과일․채소 섭취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고(p<0.001), 특히 칼륨은 약 400 mg, 카로틴은 약 740 μg, 
비타민 C는 약 30 mg, 식이섬유는 약 3.7 g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3. 월 1회 이상의 음주율은 전체의 74.0%이었고, 2주 이상

의 연속 우울감을 느낀 경우는 7.1%이었으며, 스트레스 인지

율은 전체의 22.5%, 1일 평균 수면시간은 6.89±0.11 시간이었

다. 현재 흡연율은 51.7%이었고, 부족군에서 흡연율이 더 높

았다(p<0.001).
4.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중에서 평균 허리둘레는 84.07± 

0.54 cm이었고, 공복혈당은 103.15±1.91 mg/dL이었으며, 혈청 

HDL-cholesterol과 중성지방은 각각 46.42±0.68 mg/dL와 
198.92±11.04 mg/dL이었다. 수축기혈압은 평균 121.03±1.02 

mmHg, 이완기혈압은 81.07±0.66 mmHg이었다. 과일․채소 섭

취군 간에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는 유의적인 평균의 차이는 

없었다.
5. 대사중후군 위험인자 판정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혈청 

중성지방(42.6%)에서 가장 높았고, 수축기혈압(21.7%)이 가

장 낮았다. 그리고 과일․채소 섭취 부족군에서 충분군에 비

해 공복혈당, 혈청 중성지방, 이완기 혈압에서 더 높은 초과 

비율을 보였다(p<0.05).
6.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전체의 31.2%이었고, 과일․채소 

섭취 부족군(32.6%)에 비해 충분군(29.9%)에서 더 낮은 경향

을 보였다.
7. 과일․채소 섭취 충분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족군

의 대사증후군 유병 오즈비는 1.270배 증가하였다(p< 0.05). 
그리고 과일과 채소 각각과의 오즈비를 구했을 때 1일 평균 

과일 섭취량이 100 g씩 증가할 때 대사증후군 유병 가능성은 

0.948배 감소하였으나(p<0.05), 채소 섭취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횡단면적 

연구로, 과일․채소 섭취와 대사증후군간의 인과관계를 규명

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고, 1일의 24시간 회상법 자료를 

이용하여서 대상자의 평상시 섭취를 반영하는 데에는 어려

움이 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에서 교란인자를 제외하였고, 
통계분석에서도 보정함으로써 과일․채소 섭취와 대사증후

군의 관련성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평균 과일․채소 섭취량은 500 g 이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

나, 절반 정도가 500 g 미만을 섭취하고 있었고, 섭취 부족군

에서 영양소 섭취는 부족하고,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일부에

서 판정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1일 과

일․채소 500 g이상 섭취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낮아

졌고, 채소보다는 오히려 과일 섭취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

군 유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겠고, 과일과 채소 섭취량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이 설정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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