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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is only limited evidence for the association betwe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among Korean adult women. Based on data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4-2016), a total of 5,332 participants were included in this analysis. With increasing fruits and vegetables consumpti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mood was significantly decreased (p for trend=0.0248). The prevalence of stress perception

(p for trend=0.0422) and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mood (p for trend=0.0300) were decreased with increasing fruit

consumptio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mood was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p for

trend=0.0370) and fruit consumption (p for trend=0.0356) were increased for those Korean women with low intensity of

physical activity. For the obesity group (Body mass index 25 kg/m2),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mood was decreased with

increasing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p for trend=0.0111) and increasing fruit consumption (p for trend=0.0165).

In conclusio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were associated with mental health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among

Korean adult women. Further prospective studies are warranted to explore the association betwe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among Korean adul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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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삶의 질 저하와 관련성이 있으며 스

트레스는 우울증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Seib et al.

2014).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4 % 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서양에서 우울증 유병률은 여

성(7.1%), 남성(3.1%) 으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의 경우 우울증 유병률은 2007년에는 27.1%에서 2015년에

는 31.0%로 점차 증가해 왔고(Bae 2017), 한국에서도 남성

(4.1%)보다 여성(7.0%)이 우울증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여성호르몬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Jacka

et al. 2010; Chocano et al. 2013).

특정 영양소 또는 식품 및 식사 패턴이 우울증과 연관성

이 있다고 보고되었다(Lai et al. 2013). 일부 연구에서 생선

과 과일 섭취를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지방과 설탕이 많

이 함유된 식이 섭취를 하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낮

았다(Jacka et al. 2010). 또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과일

과 채소의 섭취량이 낮았으며(Bishwajit et al. 2017), 낮은

품질의 식품을 섭취하는 경향이 높았다(Forsyth et al. 2012).

하지만, 국내 연구에서는 과일 채소 섭취와 다양한 질병의

연관성을 본 연구들은 있으나 (Jung et al. 2013; Kim et

al. 2014),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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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신체활동은 여러 질병과 관련이

높으며, 특히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Paluska & Schwenk 2000; Tolmunen et al. 2006).

Hassmen et al. (2000) 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2~3회 운

동을 한 사람들은 운동 빈도가 낮거나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 분노,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 여성의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

의 연관성, 특히 신체활동 및 체질량지수에 따른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6기 2, 3차년도(2014, 2015)와 제7기 1차년도

(2016)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였

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영양 조사, 검진 조사

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 조사의 식품 섭취빈

도조사를 이용하여 과일 채소의 섭취를 조사하였다. 2014~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조사와 식품섭취조사에

응답한 총 10,483명 중, 남자를 제외하고 만 69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상자를 제외하여, 만 19~69세의 성인 여성6,282

명을 추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 주요 변수인 과일 채소섭취

빈도, 신체활동,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 경험률에 결측치

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극단적인 식품 섭취량에 의한 오

류를 피하기 위하여 하루 섭취한 총 에너지가 500 kcal/day

미만 3500 kcal/day 이상인 자는 제외하였으며, 임신부와 수

유자도 제외하였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총 5,332명의 대

상자를 연구에 포함시켰다.

2. 연구방법

1) 일반사항 및 신체계측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허리둘레,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교육수

준, 가구소득, 흡연 여부, 음주 여부, 하루 총 섭취한 에너지

를 조사하였으며 건강설문조사 지침서에 따라 정신건강을 조

사하였다. 체질량지수에 따른 분석을 위해 조사된 체질량지

수(BMI)가 18.5 kg/m2 미만이면 저체중으로 정의하였고,

18.5~25 kg/m2면 정상체중, 25 kg/m2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정의하여 대상자를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흡연 여부에 따

라 흡연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비 흡연군, 과

거에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 군, 현재 흡연군의 세 그룹

으로 정의하였으며, 음주 여부에 따라서는 음주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비 음주군,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을 음주군으로 분류하였다.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의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가계소득수준은 네 그룹(하/중/중상/

상)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섬유소,

과일, 채소 섭취량은 에너지를 보정한 값으로 계산하였다

(Willett 2012).

2) 과일 채소 섭취

과일 채소 섭취는 국민 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에서 식

품섭취빈도조사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FFQ)를 활

용하였다. 과일 섭취 빈도는 “섭취 기간”에 대한 응답을 제

철, 무관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섭취 기간” 동안의 평균

취 빈도에 대한 응답은 9가지 빈도(거의 안 먹음, 월1회, 월

2-3회, 주1회, 주2-4회, 주5-6회, 일1회, 일2회, 일3회)로 조사

하였다. 과일 섭취 기간을 “제철”로 응답한 경우에는 과일류

제철 개월 수를 섭취 기간 빈도에 곱하여 계산하였다. 과일

류 제철 개월 수는 이전 기수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량, 섭취

자의 수를 고려하여 계산된 값인(2.42/12)을 이용하였다. 채

소 섭취 빈도는 “최근 일 년간 평균섭취빈도”에 대한 응답

은 9가지 빈도(거의 안 먹음, 월1회, 월2-3회, 주1회, 주2-

4회, 주5-6회, 일1회, 일2회, 일3회)로 조사되었다. 과일 채소

평균섭취빈도와 1회 평균섭취량을 곱하여 일일 과일 채소 섭

취량을 계산하였다. FFQ에 포함된 과일 품목은 13 개(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 귤, 바나나,

오렌지, 키위)이고, 채소 품목은 12 개 (콩나물, 시금치나물,

도라지, 호박, 기타 나물, 오이, 무, 채소 샐러드, 파 무침, 쌈

채소, 삶은 브로콜리)였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 빈도를 각각

구하고 과일 채소의 섭취 빈도를 합하여1인 1일 총 과일 채

소 섭취 빈도를 과일 채소 섭취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채소 분류는 감자, 고구마, 마와 같이 전분이 있는 채소

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신체활동

신체활동 측정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원시자료수집

에서 활용된 신체활동 관련 국제신체활동설문지(Glob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GPAQ)의 한국어판과 추가

적으로 수행된 설문 응답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GPAQ설문의 항목은 일 관련 신체활동, 장소 이동 관련

신체활동, 그리고 여가 관련 신체활동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으로 각각 세분화 되었으며, 각 항목은 평소 신체활동여부,

신체활동 일수, 신체활동(시간/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신체활동은 고강도와 중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PAQ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체활동의 수준은 다

음 기준에 따라 평가되었다 (WHO 2012).

- 높음: 다음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일주일 동안 1500 MET-minutes의 고강도 운동을 3

일 이상 하거나 (2) 일주일에 7일 이상 걷기, 중강도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조합하여 최소 3000 MET-

minutes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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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높음’ 카테고리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

만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매일 2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하는 경우 또는 중강도 운동을 5일 이상 하는

경우 (2) 매일 30분 이상 걷거나, 일주일에 5일 이상

을 걷기, 중강도 또는 고강도 운동을 합쳐 600

MET-minutes 하는 경우

- 낮음: 높음과 중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4) 정신건강

정신건강 관련 변수는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 경

험률’ 변수를 분석하였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스트

레스 많이 느낌’이라고 대답한 군을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군으로, ‘스트레스 적게 느낌’이라고 대답한 군을 스트레스

경험이 없는 군으로 정의하였다. 우울증상 경험률은 국민건

강영양조사 2015년 원시 자료는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 묻는 문항에서 ‘예’로 대답한 군을

우울 유병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014년과 2016년 원

시자료에서는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증상 경험률

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통계분석

일반적 특성 중 연속형 변수인 나이(years), 허리둘레(cm),

체질량지수(BMI, kg/m2), 총 에너지 섭취량(kcal/day), 탄수

화물 섭취량(g/day), 지방 섭취량 (g/day), 비타민 C 섭취량

(mg/day), 식이섬유 섭취량(g/day), 과일 섭취량 (g/day), 그

리고 채소 섭취량(g/day)은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One-way ANOVA)을 이용하여 구분된

집단간 일반적 특성의 통계적 차이를 분석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로 값을 나타내었다. 범주형 변수인 체질량지수(BMI, 저

체중/정상체중/과체중), 교육수준(초등학교 졸업 이하/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졸업/대학교 졸업 이상), 가구소득(하/중/중상/

상), 흡연 여부(비 흡연군/과거 흡연군/현재 흡연군), 음주 여

부(비 음주군/음주군)는 카이제곱 검증(chi-square test)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과일 채소 섭취와 각 요인의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해 하

루 당 섭취 (frequency/day)는 사분위수(Quartile, Q1-Q4)로

나누었다.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율, 우울

증상 경험률)의 연관성은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유병률의 교차비(oddo ratio)와 95%신

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으로 나타내었다.

과일 채소 섭취에 따른 정신건강(스트레스 인지율, 우울증상

경험률)의 선형 경향성은 p for trend값으로 제시하였다. p

for trend 값은 각 과일 채소 섭취를 4분위수로 나눈 후, 각

과일 채소 섭취 카테고리의 중간값(median)을 연속 변수로

사용하여 Wald test를 이용해 계산되었다. 과일 채소 섭취 빈

도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이 신체활동 또는 체질량지수에 따

라 달라지는지 그 상호작용(interaction)을 평가하기 위해 교

차 프로덕트(cross-product)를 사용하여 Wald test에 의해 계

산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AS 9.4 for windows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0.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과일 채소 섭취가 높은 그룹일수록 대상자의 연령이 유의

하게 더 높았고(p<0.0001), 체질량지수에 따른 그룹은 정상

체중 집단이(68.2%)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215).

과일 채소 섭취가 높을수록 대졸 이상이(40.48%) 가장 많았

고(p<0.0001), 가구소득은 높은 소득(34.2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또한, 과일 채소 섭취가 높은 그

룹에서 흡연 경험이 없는 대상자(88.99%)의 비율이 가장 높

았고(p<0.0001), 음주 경험 여부에서는 음주 경험이 있는 대

상자(89.72%)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p<0.0001). 과일 채소

섭취가 낮은 그룹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가 높을수록 총 에

너지 섭취와 탄수화물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비타민C와 식이섬유의 섭취량은 과일 채소 섭취가 낮은 그

룹에 비해 과일 채소 섭취가 높을수록 비타민C 섭취와 식이

섬유 섭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01). 우리 연구결

과와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높을수록 과일

채소 섭취가 높게 나타났고(Lee et al. 2013), 교육수준이 높

은 그룹(대학졸업이상)에서 과일 채소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guyen et al. 2017).

2.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은 <Table 2>와 같다.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영향을 주는 여러 교

란 변수를 보정한 뒤 과일 채소 섭취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

율을 분석한 결과, 과일 채소를 가장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세번째로 많이 먹은 그룹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21% (OR=

0.79, 95%CI=0.65, 0.97) 감소하였다. 과일 채소 섭취에 따

른 우울증상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과일 채소 섭취가 증가

할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 (95%CI) Q2 vs Q1; 0.73, (0.55, 0.96); OR (95%CI)

Q3 vs Q1; 0.71, (0.53, 0.96); OR (95%CI) Q4 vs Q1;

0.66, (0.46, 0.93); p for tend=0.0248). 또한, 과일 섭취와

스트레스 인지율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Table 3>, 과일을

가장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제일 많이 먹은 그룹에서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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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인지율이 29% 낮았고(OR=0.71, 95%CI=0.51, 1.00),

과일 섭취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 for trend=0.0422). 또한 과일 섭취가 증가할

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감소하였다(OR (95%CI) Q4 vs

Q1; 0.77 (0.63, 0.95); (p for trend=0.0300)).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에서도 과일 및 채소

섭취가 많을수록 우울증 유병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McMartin et al. 2013). 또한 채소, 과일 및 콩류의 섭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frequency/day)
p valuea

Q1 (N=1333) Q2 (N=1333) Q3 (N=1333) Q2 (N=1333) Q3 (N=1333)

Age (years) 41.23±13.13 43.42±12.34 45.04±11.88 47.50±11.29 44.30±12.18 <0.0001***

BMI (kg/m2) 23.25±3.830 23.24±3.620 23.08±3.350 23.14±3.340 23.18±3.540 0.577

Waist circumference (cm) 77.83±10.11 77.76±9.480 77.52±8.860 77.51±8.860 77.66±9.340 0.7479

BMIb 0,0215*

Under weight 6.76 6.01 5.11 4.95 5.71

Normal 65.17 66.27 70.68 69.97 68.02

Over weight 28.0 27.72 24.21 25.08 26.27

Educational level 0.0007**

Below primary school 13.47 12.65 9.09 10.02 11.31

Junior high school 9.71 9.99 10.89 9.71 10.08

Senior high school 38.76 35.05 37.23 41.49 38.14

University or above 38.06 42.31 42.79 38.77 40.48

Household income <0.0001***

Low 14.48 8.94 7.06 7.60 9.52

Low-middle 29.34 23.82 25.32 18.43 24.22

Middle-high 32.65 33.06 30.68 31.90 32.05

High 23.3 434.18 37.04 42.06 34.21

Smoking states <0.0001***

Never 83.50 89.65 90.32 92.50 88.99

Former 8.63 4.73 4.65 3.23 5.31

Current 7.88 5.63 5.03 4.28 5.70

Alcohol 0.0004**

Never 8.03 9.90 10.2 12.98 10.28

Ever 91.97 90.10 89.80 87.02 89.72

Physical activity <.0001***

High-intensity 4.35 6.08 6.60 8.78 6.45

Moderate-intensity 21.06 33.61 37.88 40.14 35.67

Low-intensity 64.59 60.32 55.51 51.09 57.88

Total energy intake (kcal/day) 1666.42±610.900 1707.09±579.790 1763.19±599.700 1812.95±617.980 1739.66±602.200 <0.0001***

Carbohydrate intake (g/day)c 266.94±54.860 274.70±49.490 274.45±51.260 282.27±51.030 274.59±51.800 <0.0001***

Protein intake (g/day)c 59.96±16.88 60.84±17.07 62.21±17.49 62.16±17.26 61.29±17.17 0.0011**

Fat intake (g/day)c 40.77±18.09 39.73±17.32 39.91±16.93 38.16±16.95 39.64±17.33 0.0013**

Vitamin C intake (mg/day)c 76.55±96.36 102.06±105.01 121.95±121.33 155.57±143.66 114.06±117.99 <0.0001***

Fiber intake (g/day)c 18.99±8.680 21.57±8.970 23.61±9.690 26.86±11.36 22.76±9.730 <0.0001***

Fruit (g/day) 123.86±121.73 292.09±176.47 449.30±241.62 795.74±506.53 415.25±300.38 <0.0001***

Vegetable (g/day) 34.61±36.79 61.23±59.28 83.75±75.35 152.36±117.41 82.99±77.99 <0.0001***

Abbreviation: Q Quartile; BMI Body mass index 
ap value is based on ANOVA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Chi-square test for categorical variables
bDefined as underweight (BMI<18.5 kg/m2) Normal (BMI≥18.5, <25 kg/m2) Overweight (BMI≥25 kg/m2) levels of BMI
c Total energy intake was adjusted by using residual method (Walter C 1998)

*p<0.05 **p<0.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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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많은 건강한 지중해 식단은 우울증 유병률을 낮추는 것

과 관련이 있었고(Sánchez-Villegas et al. 2009), 채소, 과일,

콩 제품 및 버섯의 섭취가 많은 건강한 일본의 식사 패턴은

우울증 유병률을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Nanri et al. 2010).

또한 호주의 중년 여성연구에서도 과일의 권장량을 섭취하

는 경우 우울 증상이 줄어들었고(Mihrshah et al. 2015). 중

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신선한 과일의 섭취를 많

이 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Liu et al.

2007). 과일 채소는 정신건강의 좋은 메커니즘인 항산화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산화 스

트레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Maes et al. 2009). 염증 지

표는 우울증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항산화제는 이러한

염증 지표에 보호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Ford et al.

2003). 과일 섭취가 우울증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이 많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세

로토닌은 중추신경계에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며 우울

증, 불안, 공격성 등 다양한 기분과 행동의 조절에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Delbende et al. 1992).

3. 신체활동에 따른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신체활동에 따라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저강도의 신체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과일 채소 섭취를 많이 할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낮아졌다

(OR (95%CI) Q2 vs Q1; 0.67, (0.46, 0.97); Q3 vs Q1;

0.66, (0.46, 0.95); Q4 vs Q1; 0.62, (0.39, 0.98). P for

tend=0. 0370) <Table 4>. 신체활동을 중강도로 하는 여성은

과일 섭취가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OR (95%CI) Q4 vs Q1; 0.62, (0.44, 0.87); (p for

<Table 2>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for mental health according to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mong Korean adult wom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frequency/day)
p for trenda

Q1 Q2 Q3 Q4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Median, g)  111.83  309.47  513.20  902.18

Stress perception

No. of Case/Total 447/1,333 392/1,333 354/1,333 341/1,333

Model 1 1.00 (reference) 0.82 (0.67, 0.99) 0.73 (0.60, 0.89) 0.77 (0.63, 0.93) 0.0079*

Model 2 1.00 (reference) 0.82 (0.67, 0.99) 0.73 (0.60, 0.89) 0.77 (0.63, 0.93) 0.0082*

Model 3 1.00 (reference) 0.87 (0.71, 1.06) 0.79 (0.65, 0.97) 0.88 (0.72, 1.08) 0.2313

Depressive 

mood

No. of Case/Total 117/1,333 119/1,333 104/1,333 88/1,333

Model 1 1.00 (reference) 0.62 (0.48, 0.81) 0.57 (0.42, 0.76) 0.48 (0.34, 0.68) <.0001**

Model 2 1.00 (reference) 0.63 (0.48, 0.82) 0.58 (0.43, 0.77) 0.49 (0.35, 0.69) 0.0001**

Model 3 1.00 (reference) 0.73 (0.55, 0.96) 0.71 (0.53, 0.96) 0.66 (0.46, 0.93) 0.0248*

Model 1: Adjustment for age; Model 2: Adjustment for age and total energy intake, Model 3: Adjustment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waist

circumference,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smoking status, and alcohol intake, when using the SURVEYLOGISTIC procedure
a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the median value of each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category as a continuous variable

*p<0.05 **p<0.001 ***p<0.0001

<Table 3> Odds ratios (95% confidence intervals) for mental health according to fruit consumption among Korean adult women

Fruit consumption (frequency/day)
p for trend a

Q1 Q2 Q3 Q4

Fruit consumption (Median, g)  71.39  248.18  438.34  776.43

Stress perception

No. of Case/Total 452/1,333 392/1,333 373/1,333 317/1,333

Model 1 1.00 (reference) 0.79 (0.66, 0.95) 0.79 (0.65, 0.95) 0.66 (0.54, 0.81) 0.0002**

Model 2 1.00 (reference) 0.69 (0.52, 0.90) 0.57 (0.42, 0.77) 0.50 (0.36, 0.70) < .0001**

Model 3 1.00 (reference) 0.87 (0.66, 1.15) 0.75 (0.56, 1.02) 0.71 (0.51, 1.00) 0.0422*

Depressive

mood

No. of Case/Total 117/1,333 122/1,333 106/1,333 89/1,333

Model 1 1.00 (reference) 0.68 (0.55, 0.89) 0.56 (0.42, 0.76) 0.49 (0.35, 0.68) < .0001**

Model 2 1.00 (reference) 0.79 (0.66, 0.95) 0.79 (0.65, 0.95) 0.66 (0.54, 0.81) 0.0002**

Model 3 1.00 (reference) 0.87 (0.72, 1.04) 0.89 (0.74, 1.08) 0.77 (0.63, 0.95) 0.0300*

Model 1: Adjustment for age; Model 2: Adjustment for age and total energy intake, Model 3: Adjustment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waist

circumference,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smoking status, and alcohol intake, when using the SURVEYLOGISTIC procedure
a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the median value of each fruit consumption category as a continuous variable

*p<0.05 **p<0.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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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0.0038) <Table 5>. 신체활동을 고강도로 하는 경우,

우울증상 경험률은 과일을 가장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두

번째 많이 먹은 그룹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79% 감소하였

고 가장 많이 먹은 그룹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73% 감

소하였다(OR (95%CI) Q2 vs Q1; 0.21, (0.06, 0.72); OR

(95%CI) Q4 vs Q1; 0.27, (0.10 0.74)). 하지만 고강도 신

체활동을 하는 경우 과일 섭취와 스트레스인지와 우울증상

경험률의 연관성에서 선형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신체활

동을 저강도로 하는 경우, 과일 섭취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OR

(95%CI) Q4 vs Q1; 0.63, (0.40, 1.00). P for tend=0.0356).

몇몇의 임상 및 역학 연구에서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과의

<Table 4> Association betwe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by physical activity among Korean adult women

Physical activity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frequency/day)

p for trenda p for 

interactionb

Q1 Q2 Q3 Q4

Stress 

perception

High-intensity No. of Case/Total 25/58 26/81 20/88 41/117

OR (95% CI) 1.00 (ref) 0.60 (0.26, 1.41) 0.35 (0.14, 0.84) 0.81 (0.35, 1.84) 0.8390 0.8829

Moderate-intensity No. of Case/Total 138/414 128/448 123/505 121/535

OR (95% CI) 1.00 (ref) 0.80 (0.56, 1.15) 0.71 (0.50, 1.00) 0.79 (0.55, 1.12) 0.2027

Low-intensity No. of Case/Total 284/861 238/804 211/740 179/681

OR (95% CI) 1.00 (ref) 0.92 (0.72, 1.18) 0.92 (0.70, 1.19) 0.92 (0.71, 1.20) 0.5674

Depressive

mood

High-intensity No. of Case/Total 11/58 7/81 5/88 7/117

OR (95% CI) 1.00 (ref) 0.46 (0.12, 1.71) 0.46 (0.12, 1.71) 0.46 (0.12, 1.71) 0.0809 0.4505

Moderate-intensity No. of Case/Total 138/414 128/448 123/505 121/535

OR (95% CI) 1.00 (ref) 0.82 (0.48, 1.42) 0.88 (0.51, 1.52) 0.82 (0.44, 1.49) 0.5913

Low-intensity No. of Case/Total 120/861 68/804 58/740 46/681

OR (95% CI) 1.00 (ref) 0.67 (0.46, 0.97) 0.66 (0.46, 0.95) 0.62 (0.39, 0.98) 0.0370*

Abbreviation: Q Quartile; ref reference; OR Odds ratio

Adjustment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waist circumference,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smoking status and alcohol intake when

using the SURVEYLOGISTIC procedure
a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the median value of each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category as a continuous variable
bp for interaction was calculated by Wald test using cross-product term

*p<0.05 **p<0.001 ***p<0.0001

<Table 5> Association between fruit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by physical activity among Korean adult women

Physical activity
Fruit consumption (frequency/day)

P for trenda P for 

interactionb

Q1 Q2 Q3 Q4

Stress 

perception

High-intensity No. of Case/Total 24/58 29/81 23/88 36/117

OR (95% CI) 1.00 (ref) 0.60 (0.24, 1.49) 0.50 (0.18, 1.37) 0.82 (0.36, 1.88) 0.9716 0.4854

Moderate-intensity No. of Case/Total 145/414 135/448 124/505 106/535

OR (95% CI) 1.00 (ref) 0.93 (0.67, 1.29) 0.80 (0.56, 1.12) 0.62 (0.44, 0.87) 0.0038*

Low-intensity No. of Case/Total 283/839 228/795 226/754 75/698

OR (95% CI) 1.00 (ref) 0.81 (0.64, 1.37) 0.97 (0.76, 1.25) 0.82 (0.62, 1.09) 0.3627

Depressive

mood

High-intensity No. of Case/Total 12/58 6/81 4/88 8/117

OR (95% CI) 1.00 (ref) 0.21 (0.06, 0.72) 0.23 (0.05, 1.04) 0.27 (0.10, 0.74) 0.0786 0.6907

Moderate-intensity No. of Case/Total 49/414 42/448 41/505 34/535

OR (95% CI) 1.00 (ref) 0.92 (0.55, 1.52) 0.80 (0.49, 1.32) 0.73 (0.41, 1.29) 0.2438

Low-intensity No. of Case/Total 110/839 74/795 61/754 47/698

OR (95% CI) 1.00 (ref) 0.81 (0.57, 1.16) 0.69 (0.47, 1.01) 0.63 (0.40, 1.00) 0.0356*

Abbreviation: Q Quartile; ref reference; OR Odds ratio

Adjustment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waist circumference,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smoking status and alcohol intake when

using the SURVEYLOGISTIC procedure
a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the median value of each fruit consumption category as a continuous variable
bp for interaction was calculated by Wald test using cross-product term

*p<0.05 **p<0.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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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을 보고하였다(Goodwin 2003; Abu-Omar et al.

2004). 중재연구에서도 심한 우울증으로 진단된 사람들이 유

산소 운동을 한 경우, 우울증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

하였다(Babyak et al. 2000). 하지만 신체활동의 강도와 정신

건강 사이의 연관성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Thirlaway & Benton 1992; Bhui & Fletcher 2000). 신체

활동을 하면 뇌의 구조적 및 기능적 구성의 변화를 통해 정

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고(Lin & Kuo 2013), 신경 전달

물질 활성 증가시켜 엔도르핀과 모노아민 수준을 향상시키

고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Nabkasorn et al.

2006).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모노아민

은 운동할 때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이용을 증가시켜서 우울

증의 증상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Dunn

et al. 1996).

본 연구에서, 신체활동을 저강도로 하는 경우에도 과일 섭

취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이는 신체활동 여부보다는 과일섭취가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의 연구결과

와 마찬가지로, 과일 채소섭취와 신체활동에 따른 정신건강

의 변화를 살펴 본 중재연구에서는 과일 채소 섭취가 정신

건강에 주는 영향이 신체활동이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보다

크다고 보고하였다(Johnson et al. 2017).

4. 체질량지수에 따른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체질량지수에 따라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

을 분석한 결과<Table 6>, 과체중그룹에서 과일 채소 섭취

가 증가할수록 우울증상 경험률이 감소하였다(OR (95% CI)

Q4 vs Q1: 0.44 (0.23, 0.84); p for trend=0.0111). 과일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체질량지수에 따라 나누어 살

펴보면<Table 7>, 정상체중 그룹에서 과일 섭취에 따라 스

트레스 인지율이 감소하였다(OR (95%CI) Q4 vs Q1; 0.75,

(0.58, 0.97); P for tend=0.0361). 또한, 과체중그룹에서는

과일을 가장 적게 먹은 그룹에 비해 가장 많이 먹은 그룹에

서 우울증상 경험률은 51% 감소하였다(OR=0.49, 95%CI=

0.26, 0.90; p for trend=0.0165).

본 연구결과, 과체중그룹에서 과일을 가장 적게 먹은 그룹

에 비해 가장 많이 먹은 그룹에서 우울증상 경험률이 감소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과체중그룹을 대상으로 한 중재연구

에서 과일 채소 섭취를 늘린 경우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ussinyer et al. 2008). 여러 선행연

구에서 비만과 우울증은 연관성을 보였다(Luppino et al.

2010; Preiss et al. 2013). 스트레스는 생리학적으로 호르몬

과 심리적 과정에 직접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고, 스트레스의

만성적인 상승은 코티솔 수치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비만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Adam & Epel 2007). 실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식이 섭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제한된

식습관(의도적인 칼로리 제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

증되었다(Teegarden & Bale 2008). 식이 섭취에 대한 인식

부족은 정서적인 식사(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먹는 것)와 임

무적 식사(다른 활동을 하는 동안 먹는 것)등의 행위를 유발

<Table 6> Association betwe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by BMI among Korean adult women

BMI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frequency/day)

P for trenda P for 

interactionb

Q1 Q2 Q3 Q4

Stress 

perception

Underweight No. of Case/Total 40/90 5/80 20/68 23/66

OR (95% CI) 1.00 (ref) 1.02 (0.48, 2.15) 0.58 (0.25, 1.36) 0.72 (0.31, 1.64) 0.5467 0.7576

Normal No. of Case/Total 270/869 254/884 244/943 235/933

OR (95% CI) 1.00 (ref) 0.93 (0.74, 1.16) 0.83 (0.66, 1.05) 0.93 (0.74, 1.18) 0.5467

Overweight No. of Case/Total 137/374 103/369 90/322 83/334

OR (95% CI) 1.00 (ref) 0.69 (0.46, 1.02) 0.73 (0.49, 1.07) 0.74 (0.51, 1.10) 0.1897

Depressive

mood

Underweight No. of Case/Total 13/90 6/80 5/68 6/66

OR (95% CI) 1.00 (ref) 0.44 (0.13, 1.42) 0.65 (0.20, 2.06) 0.67 (0.20, 2.24) 0.5918 0.3494

Normal No. of Case/Total 102/869 71/884 63/943 60/933

OR (95% CI) 1.00 (ref) 0.77 (0.53, 1.12) 0.77 (0.52, 1.12) 0.80 (0.52, 1.22) 0.3562

Overweight No. of Case/Total 62/347 42/369 36/322 22/334

OR (95% CI) 1.00 (ref) 0.77 (0.46, 1.28) 0.70 (0.42, 1.19) 0.44 (0.23, 0.84) 0.0111*

Abbreviation: Q Quartile; ref reference; OR Odds ratio; BMI Body mass index

Adjustment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waist circumference,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smoking status and alcohol intake when

using the SURVEYLOGISTIC procedure
a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the median value of each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category as a continuous variable
bp for interaction was calculated by Wald test using cross-product term

Defined as underweight (BMI<18.5 kg/m2), Normal (BMI≥18.5, <25 kg/m2), and Overweight (BMI≥25kg/m2) levels of BMI

*p<0.05 **p<0.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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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만이 될 수 있고(Kumari et al. 2010),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 방식과 함께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을 촉진할

수 있다 (Barrington et al. 2012).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 단위 대규모의 데이터인 국민건강영

양조사(2014-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성인 여성 5,332

명을 대상으로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다. 첫째, 과일 채소 섭취에 따른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과일 채소 섭취를 많이 할수록 우울증상 경험

률이 낮아졌다(p for trend=0.0248). 과일 섭취에 따른 정신

건강의 연관성은 스트레스 인지율과(p for trend=0.0422) 우

울증상 경험률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for

trend=0.0300). 둘째, 신체활동에 따라 과일 섭취와 정신건강

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중강도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

과일 섭취를 많이 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for trend=0.0038). 또한,

저강도로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과일 섭취를 많이 하는

여성은 우울증상 경험률이 낮아졌다(p for trend=0.0356). 이

결과에 따르면 신체활동이 적어도 과일 섭취를 많이 하는 경

우 우울증상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

째, 체질량지수에 따라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분석한

결과, 과체중 그룹에서 과일 채소 섭취를 많이 할수록 우울

증상 경험률이 낮았고(p for trend=0.0111), 과일 섭취와 우

울증상 경험률의 연관성은 정상체중(p for trend=0.0361)과

과체중 그룹(p for trend=0.0165)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성인 여성에서 과일 채소 섭취와 여성의

정신건강은 연관성을 보였고, 특히 저강도의 신체활동을 하

는 경우와 과체중인 경우에 과일을 많이 섭취할수록 우울증

상 경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

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활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단면 연구로써, 조사

시점에서의 대상자의 신체활동과 체질량지수에 따른 과일 채

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조사한 것으로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

의 수가 크고, 대규모의 국가데이터인만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어서 과일 채소 섭취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을 볼 수 있었

다. 둘째,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식사의 형태, 식품 섭취, 식

사의 구성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정신건강 관

련 변수인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 경험률’이 한국여

성의 정신건강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두 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대표적인 정신건강 관련변

수이다.

결론적으로, 과일 채소 섭취는 한국 여성의 정신건강 유병

률 감소와 관련이 있고 신체활동을 저강도로 하거나 과체중

그룹에서 특히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성인 여성의 정신건강을 위한 식습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식습관에 따른 성

<Table 7> Association between fruit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by BMI among Korean adult women

BMI
Fruit consumption (frequency/day)

p for trenda p for 

interactionb

Q1 Q2 Q3 Q4

Stress 

perception

Underweight No. of Case/Total 38/86 38/90 18/64 24/64

OR (95% CI) 1.00 (ref) 0.98 (0.48 2.01) 0.43 (0.16 1.14) 0.98 (0.42 2.30) 0.5968 0.9789

Normal No. of Case/Total 272/847 251/872 264/944 216/966

OR (95% CI) 1.00 (ref) 0.92 (0.73 1.16) 0.97 (0.77 1.22) 0.75 (0.58 0.97) 0.0361*

Overweight No. of Case/Total 142/400 103/371 91/325 77/303

OR (95% CI) 1.00 (ref) 0.68 (0.47 0.98) 0.78 (0.54 1.13) 0.77 (0.52 1.14) 0.3196

Depressive

mood

Underweight No. of Case/Total 12/58 6/81 4/88 8/117

OR (95% CI) 1.00 (ref) 0.46 (0.19 1.14) 0.53 (0.13 2.04) 0.43 (0.11 1.67) 0.2928 0.7490

Normal No. of Case/Total 49/414 42/448 41/505 34/535

OR (95% CI) 1.00 (ref) 0.91 (0.61 1.34) 0.81 (0.56 1.19) 0.88 (0.57 1.35) 0.5376

Overweight No. of Case/Total 110/839 74/795 61/754 47/698

OR (95% CI) 1.00 (ref) 0.96 (0.58 1.56) 0.80 (0.46 1.39) 0.49 (0.26 0.90) 0.0165*

Abbreviation: Q Quartile; ref reference; OR Odds ratio; BMI Body mass index

Adjustment for age, total energy intake, BMI, waist circumference, educational level, household income, smoking status and alcohol intake when

using the SURVEYLOGISTIC procedure
ap for trend was calculated using the median value of each fruit consumption category as a continuous variable
bp for interaction was calculated by Wald test using cross-product term

Defined as underweight (BMI<18.5 kg/m2), Normal (BMI≥18.5, <25 kg/m2), and Overweight (BMI≥25 kg/m2) levels of BMI

*p<0.05 **p<0.001 ***p<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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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성의 정신건강의 예후를 조사하는 전향적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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