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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with 
asthma in Korean adults.
Methods: Data on 16,528 adults aged 19–64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aily food intake, and daily energy and nutrients intake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based on SAS software 
version 9.4.
Results: The prevalence of doctor-diagnosed asthma was 2.6%, and ranged between 1.8% 
and 3.1% depending o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s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increased, the individuals showed a higher average age and household income, but a lower 
educational level, smoking rate, and frequency of alcohol consumption. The group with 
higher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had higher intakes of all food groups without milk 
and dairy products and energy and nutrients than the counterpart group. For the intake rate 
of energy, the group with higher consumption of fruit and vegetables had a higher intake rate 
of carbohydrate and protein and a lower intake rate of fat. The risk rate of asthma with the 
third quartile group regarding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was 35%–40% lower than 
that of the first quartile group.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dequate consumption of fruit and vegetable will help to 
improve the risk of asthma. Moreover, prospective cohort studies and clinical test research are 
necessary to measure the effects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on the occurrence of asth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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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천식은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과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 중의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천식의 유병률은 보통 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 높
게 나타나지만,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천식의 유병률이 18세미만에서
와 18세이상의 성인에서 8.3%로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1].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 의
하면 한국성인의 천식 유병률이 1998년 1.1%에서 2011년 3.1%로 증가추세에 있다 [2]. 최근의 

천식연구에서도 성인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3,4].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정확한 발생 원인과 관련 요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
고 있다. 천식을 비롯한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및 식생활을 포함
한 라이프 스타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6]. 특히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과일과 채소 섭취의 감소, 식이섬유와 포화지방산이 많은 가공 및 편의 식품 섭
취의 증가 등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가 천식을 포함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을 높이는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7-10].

과일과 채소가 풍부하고 정제 곡류와 포화지방산이 적은 지중해식 식사가 천식의 증상이나 

유병률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11,12]가 보고되었으며, 반대로 과일과 채소의 적
은 섭취와 높은 정제 곡류 및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천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등의 

천식과 식생활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6,13-16]. 또한, 비타민 C, 셀레늄,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E, 생선, 그리고 n-3 불포화지방산 등의 구체적인 영양소의 섭취가 천
식 등의 알레르기 질환의 증상이나 유병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17-21]. Patel 등 [22]의 연구에 의하면 과일과 비타민 C의 섭취가 천식의 유병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제가 호흡기 질
환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8]. 이에 본 연구는 2013–2017년도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64세 성인 16,528명을 대상으로 하루 채소·과일섭취량
에 따른 일반적 사항과 식품,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였고, 천식 유병의 위험도를 조사하여 

채소 및 과일의 섭취와 천식의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조사로 건강과 영양상태에 관한 현황이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5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제6기 1–3차년도 (2013–2015년)

와 제7기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9–64세 성인 23,122명 중에서 임신부
와 수유부 (150명), 암 병력이 있는 자 (672명), 천식에 대한 의사진단 여부를 모르거나 무응답
으로 답변한 자 (2,812명), 24시간 회상 식이 섭취조사 자료가 없는 자 (2,647명), 하루 섭취 열
량이 500 kcal 미만이거나 5,000 kcal를 초과하는 극단적인 식이 섭취를 보이는 자 (313명)를 

제외하여, 총 16,528 (남성 6,724명, 여성 9,804명)을 대상으로 채소 및 과일 섭취와 천식 유병
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본 조사 데이터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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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수집되었다 (승인번호: 2013-07CON-03-4C, and 2014-12EXP-03-5C). 

2015 – 2017년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집되었다.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강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연령,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성별, 거주지역, 교육수준, 가구소득, 알코올 섭취, 흡연상태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거주지역은 도시와 읍·면 지역으로,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미만, 고등학교 졸업, 대
학 졸업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가구소득은 하, 중하, 중상, 상으로 분류하였다. 알코올 섭
취는 전혀 마시지 않음,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3회로 나누었고, 흡연상태는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조사
하루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 식이 섭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식품섭취량은 

곡류 및 전분류, 두류 및 종실류, 육류 및 난류, 생선 및 조개류, 우유 및 유제품, 채소, 과일, 버
섯, 해조류로 분류하여 식품군별 1일 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은 에너지, 탄수화
물, 단백질, 지방, 칼슘, 철,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비타민 A, 베타카로틴, 레
티놀의 섭취량을 계산하였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섭취 비율을 계산하였다. 비
타민 A의 경우,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제7기 1차년도 (2016년)부터 레티놀 활
성 당량 (µgRAE) 단위가 추가되었지만 이전 데이터와의 통합분석을 고려하여 기존의 단위인 

레티놀 당량 (µgRE)을 사용하였다.

천식
천식의 유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천식의 의사진단에 대
한 변수를 이용하여 ‘천식으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이라고 응답한 경우 천식이 있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9.4 통계 프로그램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결
과의 유의수준은 α = 0.05 로 검정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층화 집락 추출방식으로 표본
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집락추출 변수 (primary sampling unit, PSU)와 분산추정층 (kstrata), 기
수간 연관성분석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하루 채소와 과일 섭취량의 4사분위에 따
른 일반적인 사항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상태를 비교하였다. 빈도와 평균을 계산하였고, χ2 

test와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사후검정 방
법은 Tukey test를 이용하였다. 채소와 과일 섭취 수준에 따른 천식의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하
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최하위 사
분위군 대비 각 사분위군의 천식 유병에 대한 교차비 (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CI)을 제시하였다. Linear trend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분위군의 중앙값을 

이용하여 p for trend를 확인하였다. 혼란변수로 연령, 성별, BMI, 거주지역, 교육수준, 가구
소득, 알코올 섭취, 흡연상태, 에너지 섭취량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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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채소·과일 섭취량에 따른 일반사항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채소·

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평균 연령은 높았고, 교육수준은 낮았으며 가구 소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알코올 섭취와 흡연의 경우, 채소·과일 섭취량이 가장 많은 4사분위수의 

15.8%가 알코올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고, 74.1%가 비흡연자로 나타났다 (p < 0.05). 천식의 유
병률은 1.8%–3.1%로 채소·과일 섭취량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채소와 과일
섭취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조사대상자의 채소·과일 섭취량에 따른 식품과 영양소 섭취량은 각각 Table 2와 Table 3에 제
시하였다. 채소 및 과일 섭취량이 많은 대상자가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의 섭
취량이 많았다 (p < 0.05).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채소 및 과일 섭취량의 1사분위군이 97.0 g으
로 가장 많이 섭취하였다 (p < 0.0001). 영양소 섭취량의 경우, 채소·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에너지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p < 0.0001). 열량영양소의 에너
지 섭취비율의 경우, 채소 및 과일 섭취의 최상위 사분위군이 탄수화물 66.0%, 단백질 14.4%, 

409https://doi.org/10.4163/jnh.2020.53.4.406

채소, 과일 섭취와 천식 유병률의 관련성

https://e-jnh.org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y quartiles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g/day) p-value

Quartile 1 (n = 4,132) Quartile 2 (n = 4,132) Quartile 3 (n = 4,132) Quartile 4 (n = 4,132)
Age 36.6 ± 0.3a 40.5 ± 0.2b 42.7 ± 0.2c 45.7 ± 0.2d < 0.00011)

BMI (kg/m2) 23.6 ± 0.1a 23.8 ± 0.1ab 23.9 ± 0.1b 23.9 ± 0.1b 0.00011)

Sex < 0.00012)

Male 1,497 (45.8) 1,678 (51.0) 1,794 (53.4) 1,755 (52.8)
Female 2,635 (54.2) 2,454 (49.0) 2,338 (46.6) 2,377 (47.2)

Residential area 0.2841
Urban 3,504 (87.0) 3,476 (86.4) 3,435 (85.2) 3,429 (86.0)
Rural 628 (13.0) 656 (13.6) 697 (14.8) 703 (14.0)

Education < 0.0001
Less than high school 1,835 (38.5) 1,917 (41.7) 1,989 (43.0) 2,131 (46.4)
High school 813 (21.1) 711 (18.5) 627 (16.8) 564 (14.7)
College and more 1,468 (40.3) 1,491 (39.7) 1,506 (40.2) 1,432 (38.8)

Family income < 0.0001
Low 508 (11.8) 398 (8.8) 341 (7.6) 327 (7.2)
Low-middle 1,153 (28.0) 1,035 (24.3) 974 (22.2) 863 (19.9)
Middle-high 1,288 (30.9) 1,327 (32.6) 1,324 (32.4) 1,246 (31.2)
High 1,172 (29.3) 1,364 (34.3) 1,486 (37.7) 1,681 (41.7)

Alcohol consumption < 0.0001
Never 519 (11.2) 549 (12.3) 566 (12.9) 662 (15.8)
≤ 1 time/mon 1,295 (33.0) 1,219 (30.8) 1,300 (32.9) 1,251 (31.9)
2–4 times/mon 1,098 (31.3) 1,090 (29.8) 973 (26.9) 1,013 (29.1)
2–3 times/wks 686 (18.3) 699 (19.7) 703 (20.2) 606 (17.8)
≥ 4 times/wks 241 (6.2) 280 (7.4) 258 (7.2) 197 (5.4)

Smoking status 0.0013
Current smoker 778 (26.4) 779 (27.4) 697 (25.2) 550 (22.0)
Ex-smoker 129 (4.4) 133 (4.4) 119 (4.4) 101 (3.9)
Nonsmoker 2,590 (69.2) 2,566 (68.2) 2,540 (70.3) 2,627 (74.1)

Asthma (%) 128 (3.1) 75 (1.8) 92 (2.2) 113 (2.7) 0.0004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or frequency (weighted %).
BMI, body mass index.
1)p-value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REG procedure for continuous variables. 2)p-value was obtained from the Survey FREQ procedure for categorical 
variables. a-d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Tukey's test.



지방 19.6% 섭취하였고, 최하위 사분위군은 탄수화물 63.7%, 단백질 14.0%, 지방 22.3%로 섭
취하여 채소, 과일 섭취량이 많은 대상자가 적은 대상자 보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비율
은 높고, 지방의 섭취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p < 0.0001).

채소·과일 섭취와 천식의 관련성
채소·과일 섭취와 천식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채소와 과일 섭취의 1사분위군 대비 2사분위군 (OR, 0.50; 95% CI, 0.34–0.72)과 3사분위
군 (OR, 0.68; 95% CI, 0.46–1.00)의 천식에 대한 교차비가 유의하게 낮았다. 과일 섭취량의 경
우, 최하위 사분위군 대비 3사분위군의 천식 유병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OR, 0.65; 

95% CI, 0.43–0.97), 채소 섭취량도 3사분위군의 천식에 대한 위험도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 (OR, 0.60; 95% CI, 0.4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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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ily food intake of participants by quartiles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g/day) p-value1)

Quartile 1 (n = 4,132) Quartile 2 (n = 4,132) Quartile 3 (n = 4,132) Quartile 4 (n = 4,132)
Cereals/potatoes/sugar products (g) 300.4 ± 3.3a 343.8 ± 3.3a 366.2 ± 3.7b 381.4 ± 3.9c < 0.0001
Beans/nuts/seeds (g) 30.9 ± 1.2a 40.2 ± 1.4ab 46.7 ± 1.6ab 56.9 ± 2.2b 0.0047
Meats and eggs (g) 125.5 ± 2.6a 147.3 ± 3.0ab 161.8 ± 3.3b 161.7 ± 3.4b 0.0248
Fishes and shellfishes (g) 63.9 ± 2.2a 93.0 ± 2.6b 114.4 ± 3.1bc 130.8 ± 4.0c < 0.0001
Milk and dairy products (g) 97.0 ± 3.1b 81.7 ± 2.8a 87.8 ± 2.6a 91.1 ± 3.0a < 0.0001
Fruit and vegetable 156.9 ± 1.3a 347.6 ± 0.9b 553.2 ± 1.2c 1,036.6 ± 6.8d < 0.0001

Fruits (g) 18.5 ± 0.7a 81.6 ± 1.9b 183.1 ± 3.0c 500.9 ± 7.3d < 0.0001
Vegetables (g) 138.4 ± 1.3a 265.9 ± 1.9b 370.1 ± 2.9c 535.7 ± 5.4d < 0.0001

Mushrooms (g) 4.2 ± 0.3a 6.4 ± 0.4b 7.7 ± 0.4b 8.5 ± 0.5b < 0.0001
Seaweeds (g) 13.2 ± 1.1a 21.0 ± 1.6b 29.6 ± 1.8bc 39.9 ± 2.3c < 0.0001
Total food intake (g) 1,202.0 ± 11.6a 1,516.7 ± 12.6b 1,803.1 ± 13.1c 2,295.2 ± 14.4d < 0.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1)Adjusted for age, sex, BMI,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energy intake. a-d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Tukey's test.

Table 3. Daily energy and nutrients intake of participants by quartiles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Variables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g/day) p-value1)

Quartile 1 (n = 4,132) Quartile 2 (n = 4,132) Quartile 3 (n = 4,132) Quartile 4 (n = 4,132)
Energy (kcal) 1,715.5 ± 13.9a 2,025.5 ± 15.0b 2,238.8 ± 16.1c 2,462.5 ± 16.7d < 0.00012)

Carbohydrate (g) 243.1 ± 1.9a 292.1 ± 2.0b 327.9 ± 2.2c 382.7 ± 2.4d < 0.0001
Protein (g) 60.1 ± 0.6a 72.6 ± 0.7b 81.2 ± 0.7b 89.2 ± 0.8b < 0.0001
Fat (g) 43.9 ± 0.6a 48.6 ± 0.6b 54.1 ± 0.7b 55.8 ± 0.7c < 0.0001
Calcium (mg) 382.7 ± 4.8a 459.0 ± 4.5b 547.6 ± 5.1c 656.1 ± 5.8d < 0.0001
Iron (mg) 11.9 ± 0.2a 15.3 ± 0.2b 18.4 ± 0.4c 22.1 ± 0.2d < 0.0001
Thiamin (mg) 1.4 ± 0.0a 1.8 ± 0.0b 2.1 ± 0.0c 2.6 ± 0.0d < 0.0001
Riboflavin (mg) 1.2 ± 0.0a 1.4 ± 0.0a 1.6 ± 0.0b 1.8 ± 0.0c < 0.0001
Niacin (mg) 12.7 ± 0.1a 15.7 ± 0.2b 18.1 ± 0.2c 21.1 ± 0.2d < 0.0001
Vitamin C (mg) 31.7 ± 0.6a 61.8 ± 1.0b 100.6 ± 1.6c 189.3 ± 3.7d < 0.0001
Vitamin A (μgRE) 429.1 ± 16.8a 573.6 ± 12.9b 748.7 ± 17.0c 981.3 ± 22.2d < 0.0001
β-carotene (μg) 1,904.3 ± 94.6a 2,805.2 ± 55.2b 3,814.1 ± 69.8c 5,344.8 ± 119.8d < 0.0001
Retinol (μg) 121.7 ± 5.0a 128.2 ± 8.3ab 143.7 ± 10.8b 137.8 ± 6.9b < 0.0001
Energy from carbohydrate (%) 63.7 ± 0.2a 64.7 ± 0.2b 64.6 ± 0.2b 66.0 ± 0.2c < 0.0001
Energy from protein (%) 14.0 ± 0.1a 14.4 ± 0.1b 14.5 ± 0.1b 14.4 ± 0.1b < 0.0001
Energy from fat (%) 22.3 ± 0.2a 20.9 ± 0.2b 20.8 ± 0.2b 19.6 ± 0.2c < 0.0001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E.
BMI, body mass index.
1)Adjusted for age, sex, BMI,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energy intake. 2)Adjusted for age, sex, 
BMI,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lcohol consumption, and smoking status. a-dSignificantly different at α = 0.05 by Tukey's test.



고찰

본 연구는 19–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채소·과일 섭취량과 천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
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를 하루 채소·과일섭취량에 따라 사분위군으로 분류하여 일반사
항과 식품, 영양소 섭취량을 비교하였고, 천식 유병의 위험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채소·

과일의 최하위 사분위군의 천식 유병률이 3.1%로 다른 군에 비해 가장 높았다. 채소·과일 섭
취량이 많은 대상자가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의 섭취량도 많았으며, 에너지를 

포함한 영양소의 섭취량도 많았다. 또한, 채소·과일 섭취량이 많은 군이 최하위 사분위군 보
다 천식의 유병률이 낮았다.

전체 대상자의 천식 유병률은 2.6%이었으며, 채소·과일의 섭취량에 따라 1.8%–3.1%로 나
타났다. 세계보건기구는 70개국의 18–45세의 천식의 평균 유병률은 4.3% (중국 0.2%–호주 

21%)라고 보고하였다 [23]. 지역에 따라 서태평양 지역이 6.17%로 가장 높았고, 유럽이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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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ssociations between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and the prevalence of asthma
Variables Quartile 11) Quartile 2 Quartile 3 Quartile 4 p for trend2)

Fruits and vegetables
Participants 4,132 4,132 4,132 4,132
Asthma (%) 128 (3.1) 75 (1.8) 92 (2.2) 113 (2.7)
Median, range (g/day) 166.6 (0–261.1) 347.4 (261.2–441.2) 547.1 (441.3–689.7) 922.1 (689.8–6,612.6)
Mean intake

(g/day) 156.9 347.6 553.2 1,036.6
(serving size/day) 2.9 5.9 8.7 14.4

OR (95% CI)
Model 1 1 0.56 (0.41–0.77) 0.73 (0.53–1.00) 0.93 (0.68–1.27) 0.8567
Model 2 1 0.58 (0.42–0.80) 0.77 (0.55–1.01) 1.00 (0.71–1.40) 0.5069
Model 3 1 0.50 (0.34–0.72) 0.68 (0.46–1.00) 0.92 (0.62–1.37) 0.8696

Fruits
Participants 4,895 3,366 4,138 4,129
Asthma (%) 137 (2.8) 78 (2.3) 81 (2.0) 112 (2.7)
Median, range (g/day) 0 28.6 (0.01–103.9) 188.4 (104.0–301.4) 482.3 (301.6–5,193.0)
Mean intake

(g/day) 0 36.4 191.4 582.8
(serving size/day) 0 0.4 1.9 5.4

OR (95% CI)
Model 1 1 0.82 (0.60–1.10) 0.69 (0.50–0.96) 0.98 (0.72–1.33) 0.1488
Model 2 1 0.83 (0.61–1.12) 0.70 (0.50–0.98) 1.01 (0.75–1.38) 0.7112
Model 3 1 0.80 (0.54–1.12) 0.65 (0.43–0.97) 1.05 (0.73–1.51) 0.1006

Vegetables
Participants 4,132 4,132 4,132 4,132
Asthma (%) 126 (3.1) 101 (2.4) 84 (2.0) 97 (2.4)
Median, range (g/day) 107.0 (0–168.3) 221.4 (168.4–275.8) 339.0 (275.9–423.5) 559.9 (423.6–3,741.3)
Mean intake

(g/day) 100.5 221.9 342.6 623.4
(serving size/day) 2.0 4.3 6.5 11.3

OR (95% CI)
Model 1 1 0.82 (0.60–1.12) 0.61 (0.45–0.84) 0.80 (0.58–1.12) 0.8765
Model 2 1 0.83 (0.61–1.13) 0.63 (0.46–0.86) 0.84 (0.60–1.19) 0.2972
Model 3 1 0.89 (0.63–1.30) 0.60 (0.41–0.88) 0.75 (0.49–1.14) 0.5289

Model 1: adjusted for age and sex;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and energy; Model 3: adjusted for age, sex, BMI, residential area, education level, family 
income, alcohol consumption, smoking status, and energy intake.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nal; BMI, body mass index.
1)Quartiles by daily intakes of fruits and vegetables, fruits, vegetables. 2)Test for linear trends used the median value in each quartile as a continuous variable in 
linear regression.



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동지중해 지역이 2.99%로 가장 낮았고, 동남아시아가 3.39% 두 번째
로 낮았다. 미국의 NHANES III에 의하면, 20세 이상 성인의 천식 유병률은 4.5%라고 하였다 

[24]. 우리나라의 경우, 천식 유병률은 1998년 0.7%에서 2008년 2.0%로 증가하였다 [25]. 이
러한 천식의 증가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비만과의 관련성이 제기되고 있다 [26-28]. Lim 

등 [28]은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체중 보다 천식의 위험이 25%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소·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연령과 가구 소득수준이 높았으며, 음주율과 

흡연율은 낮게 나타났다 (p < 0.0001). 선행연구에서도 채소·과일의 섭취는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보였다 [28]. 가구 형태에 따른 채소·과일 섭취량을 조사한 

Lee와 Shin [29]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전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400 g 이상의 비염장 채
소·과일을 섭취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20세 이상 성인에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증가할
수록 비염장채소와 과일섭취가 400 g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흡연자
는 비흡연자보다 채소·과일을 더 적게 섭취하였고 [30], 남자보다는 여자가 채소·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였으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각각 채소·과일의 섭취량도 증가하
였다 [31].

본 연구에서 과일 및 채소 섭취량에 따른 천식의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과일과 채소 각각 1사
분위군에 비해 3사분위군이 유의하게 천식의 위험도가 35%–40% 감소하였다. 3사분위 군의 

채소·과일 섭취량을 살펴보면, 과일은 하루 평균 191.4 g (1.9 serving size) 섭취하였고, 채소는 

342.6 g (6.5 serving size)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32]의 권장량
과 비교해보면, 권장식사 패턴에서는 1,900–2,400 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채소류는 8

회, 과일류 2–3회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천식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감소한 군의 

평균 채소·과일의 섭취량은 권장섭취량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었고, 권장량보다 

많이 섭취한 4사분위군의 경우에는 천식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한 결과
는 아니었다 (OR, 0.92; 95% CI, 0.62–1.37). 이러한 결과는 천식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채소·

과일의 섭취가 필요하지만, 권장량을 초과하는 과량의 섭취가 천식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균형적이고 적절한 양의 채소·과일 섭취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유럽 여성의 채소·과일 섭취와 천식 발생에 대해 연구한 Romieu 등 [33]은 토마토와 당근, 잎 

채소의 높은 섭취가 천식의 유병률을 낮춘다고 하였다. 채소의 종류별 섭취량에 따라 사분위
로 나누어 4사분위군과 1사분위군의 천식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4사분위군이 1사분위군에 

비해 잎채소는 18%, 뿌리채소 14%, 당근 19%, 토마토 15% 천식 유병률이 낮았다고 보고하였
다. 영국의 45–75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자-대조군 연구 [22]에서도 천식은 채소·과일
의 섭취와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총 과일의 섭취량은 환자군 132.1 g, 

대조군 149.1 g 이었으며 (p < 0.05), 시트러스 과일을 하루 46.3 g 이상 섭취한 사람은 전혀 섭
취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천식의 위험이 41%–49% 낮았다. 또한 비타민 C의 섭취량과 혈중 비
타민 C 농도는 천식과 음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천식과 식이 섭취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건
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Kim 등 [34]은 천식 유병자 (111.18 g)가 비유병자 (128.82 g)보다 

김치 섭취량이 더 적다고 하였으며, 하루 김치 1서빙 (40 g) 이상 섭취군은 1서빙 미만 섭취군
보다 천식 유병의 위험이 약 35% 낮다고 하였다. 또한 천식과 식품안정성의 관련성에 대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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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Park 등 [35]의 연구에서는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성인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전반적
인 영양소 섭취 상태가 좋으며, 천식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다고 하였다. 식품안정성에 따
른 천식의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 식품불안정을 경험한 대상자는 식품안정성이 확보된 대상
자에 비해 천식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OR, 2.44; 95% CI, 1.33–4.46).

본 연구에서 이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이지만, 단면연구로 채
소·과일 섭취와 천식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식이 섭취조사 방법이 1일 조사였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일상섭취량을 추정하기
에 부족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식이 보충제를 통한 섭취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
나 본 연구는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채소·과일 섭취와 천식의 음의 관련성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국가의 대규모 역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민
의 천식 유병률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상태를 파악하고 이 둘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천식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서 채소·과일의 섭취가 중
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천식 발생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 관찰 연구를 

통하여 천식과 채소·과일 섭취의 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대사적인 기전을 확인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본 연구는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19–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
로 채소·과일 섭취에 따른 일반적 사항과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상태를 파악하고 채소·과일의 

섭취와 천식 유병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전체 대상자의 천식 유병률은 2.6%

이었고, 채소·과일의 섭취량에 따라 1.8%–3.1%로 나타났다. 채소·과일 섭취량이 많을수록 평
균 연령과 가구소득은 높았고 교육수준은 낮았으며, 흡연자의 비율과 알코올 섭취 빈도도 낮
았다. 채소·과일의 섭취량이 많은 군이 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군의 섭취량이 많
았고, 에너지를 포함한 영양소의 섭취량도 많았다. 열량영양소의 섭취비율의 경우, 채소·과
일의 섭취량이 많은 군이 적은 군에 비해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섭취비율은 높고, 지방의 섭
취비율은 낮았다. 채소와 과일 섭취량에 따른 3사분위군의 천식에 대한 위험도는 최하위 사
분위군 대비 각각 35%, 40%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상위 사분위군의 경우, 최하위 사분
위군과 비교하여 천식에 대한 위험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권
장량 수준의 적절한 채소·과일의 섭취가 천식을 예방 및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채소·과일의 섭취가 천식의 발생과 치료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장
기간의 코호트 연구와 임상시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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