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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은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식이섬유소, 페놀 화합물

과 같은 항산화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이에 과

일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계

속적으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Rodriguez-Casado A 2016; 
Alissa & Ferns 2017; Choi 등 2019).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20(Health Plan 2020)에서는 건강생활실천 분야 중 영양 분

야에서 과일/채소를 1일 500 g 이상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이와 같이 

과일의 적절한 섭취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

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1일 과일 섭취량은 

197.3 g으로, 남성(181.8 g/일)이 여성(212.6 g/일)에 비해 낮은 

편이었고, 19~29세에서는 112.5 g/일, 30~49세는 190.0 g/일, 
50~64세는 262.3 g/일, 65세 이상은 199.6 g/일로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과일의 섭취량이 증가하였지만 노인기에 접어들

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
vention 2017a). 또한 우리나라 만 1세 이상에서 다소비식품

을 분석한 결과, 사과가 4위(59.6 g/일), 귤이 20위(18.0 g/일), 
수박이 22위(16.5 g/일), 감이 24위(15.8 g/일), 포도가 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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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g/일), 참외가 27위(14.2 g/일)로 상위 30위 안에 6개의 

과일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a). 

특히 과일의 섭취는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권장

되고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일의 섭취는 대사증

후군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osseinpour- 
Niazi 등 2015; Her ES 2017; Lim & Kim 2020). 대사증후군 

각각의 인자와 과일 섭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과일 섭취

량은 공복혈당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으며(Paek 등 2011), 과
일류의 섭취와 고중성지방혈증의 위험성에서 음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Yuan 등 2015). 이와 같은 과일이 대사증

후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과일 등 식물성 식품

에 많이 함유된 식이섬유소, 항산화영양소,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도 하고(Kushi 등 

1996; Hooper 등 2008; Tanaka 등 2013), Giugliano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 환자는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는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사의 변화에 따른 항산화 영양소의 체내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이 과일은 연령별, 성별에 따라 다른 섭취 양상을 

보이고, 우리의 식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편으로 

파악된다. 특히 과일별 함유하고 있는 성분 및 생리활성물질

이 다르기 때문에, 과일의 종류별 섭취량 및 과일 종류별 대

사증후군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과일 섭취 상태에 대한 결과는 대부

분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자료로 분석된 결과로써, 제철

에만 섭취하는 과일의 경우 일상적인 섭취량을 반영하기 어

려울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식품의 섭취 빈도 및 섭취량을 조사하는 식품섭취빈도조사

법으로 조사한 과일의 섭취량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하고, 
과일의 종류별 대사적 지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만성질

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

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2016년의 원시데이터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은 2016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참여한 8,150명 중 19~64세 성인 3,803명을 추출

한 후, 이 중 식품섭취빈도조사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자 544
명, 열량 섭취 이상자(남자: 1일 총 섭취 열량이 800 kcal 미만

이거나 4,000 kcal 이상인 자, 여자: 1일 총 섭취 열량이 500 

kcal 미만이거나 3,500 kcal 이상인 자) 87명을 제외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대사 이상 관련 변수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Grundy 등 2005; Lee 등 2007)을 이용하여, 복부비

만(남자: 90 cm 이상, 여자: 85 cm 이상), 혈압 상승(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 높
은 중성지방(150 mg/dL 이상), 낮은 HDL-콜레스테롤(남자: 
40 mg/dL 미만, 여자: 50 mg/dL 미만), 고혈당(100 mg/dL 이
상)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자 81명 역

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3,091명(남자 1,184명, 여자 

1,907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윤리심

위위원회의 의견(국민건강영양조사는 생명윤리법 제2조 제1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국가가 직접 

공공복리를 위해 수행하는 연구에 해당하여 연구윤리심의위

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 가능함)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

고 수행된 자료이다.

2. 분석내용 및 방법

1) 일반사항, 신체계측지표 및 대사지표
본 연구에서 연령, 성별, 거주지역, 결혼상태, 가계소득, 교

육수준, 음주, 흡연사항 등의 기본 정보는 건강설문조사 자

료에서 추출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허리

둘레,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혈중 대사지표(혈중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자료는 검진조사 자료에서 추출

하였다.

2) 과일 종류별 섭취 상태지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과일 섭취 상태 변수는 식품섭취빈도

조사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식품

섭취빈도조사지는 총 112개의 음식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 중 과일류는 딸기, 토마토/방울토마토, 참외, 수박, 복
숭아, 포도, 사과, 배, 감/곶감, 귤, 바나나, 오렌지, 키위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토마토는 채소류로 구분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토마토/방울토마토를 제외한 12개 

과일을 분석하였다. 해당 과일별 제철에 섭취하는 경우 또는 

계절과 무관하게 섭취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조사되었으며, 
제철로 산정된 개월 수로는 딸기 2.43개월, 참외 2.73개월, 수
박 2.29개월, 복숭아 2.08개월, 포도 2.21개월, 사과 4.51개월, 
배 4.8개월, 감/곶감 1.98개월, 귤 3.79개월, 바나나 5.25개월, 
오렌지 2.71개월, 키위 3.44개월이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b).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에서는 식품/음
식의 최근 1년간 평균 섭취빈도에 대해 거의 안 먹음,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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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회, 주 1회, 주 2~4회, 주 5~6회, 일 1회, 일 2회, 일 3회

로 나누어 조사하고 있고, 1회 기준 분량을 제시 후, 1회 기준

분량 대비 섭취량을 범주형으로 조사하고 있다. 과일별 1회 

기준 분량으로는 딸기가 216.0 g, 참외는 406.9 g, 수박은 

360.7 g, 복숭아는 191.0 g, 포도는 104.0 g, 사과는 298.8 g, 
배는 439.6 g, 감/곶감은 164.1 g, 귤은 82.4 g, 바나나는 100.1 
g, 오렌지는 190.2 g, 키위는 82.4 g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과일별 섭취 빈도(제철 섭취한 경우 해당 개월 수를 고려하

여 연중 섭취빈도로 재산출함)와 기준 분량 대비 섭취량 자

료를 통하여, 주당 섭취 빈도와 섭취량을 산출하였다.

3. 통계분석
본 연구 자료의 통계처리 및 분석을 위해 SAS 9.4 version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다. 2016 국민

건강영양조사 시 사용된 방법과 동일하게 각 개인별 가중치

가 적용된 survey procedure를 통해 집락 추출 변수(psu), 분산

추정층(kstrata)을 이용한 기술적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연
속변수인 경우 평균과 표준오차, 범주형 변수인 경우 인원수

(비율)로 표기하였다. 군간 평균의 차이는 분산분석을 이용하

여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빈도에 대한 유의성은 Rao-Scott 
chi-square 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과일의 종류별 섭취

량과 관련된 대사증후군 관련 변수의 위험 정도(복부비만, 
혈압 상승,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및 고혈당)
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주당 총 과일 섭취량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주당 섭취량과 섭취 빈도가 높은 과일 중 사과, 귤 및 바나나

를 선정하여 해당 과일의 주당 섭취량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은 성별로 나누어 실시하

였으며, 교란인자를 보정하기 위하여 연령, 가계소득, 결혼상

태, 교육수준, 음주 빈도, 흡연 여부 및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사항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연령은 41.2세였으며, 남성

이 40.6세로 여성의 41.7세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p=0.0261), 연령군의 분포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수축기 혈압 및 이완

기 혈압, 혈중 중성지방 및 공복혈당에서 모두 남자가 여자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각 p<0.0001), HDL-
콜레스테롤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결

과를 보였다(p<0.0001). 가계소득, 거주지역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교육수준은 성별에 따른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에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01). 또한 남성은 여성

에 비해 기혼자의 비율은 유의적으로 낮았던 반면(p=0.0017), 
흡연자 및 주 2회 이상 음주자의 비율은 유의적으로 높았다

(각 p<0.0001). 

2. 과일 섭취 실태
과일 종류별 섭취 빈도 및 섭취량 상태를 성별에 따라 비

교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전체대상자에서 주당 섭

취 빈도가 높은 과일은 사과(1.87회/주), 귤(1.09회/주), 바나

나(1.01회/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에서 모두 

동일한 순위의 양상을 보였다. 전체대상자에서 주당 1회 이

상 섭취하는 과일로는 사과, 귤, 바나나가 있었고, 모든 과일 

종류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주당 섭취 빈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각 p<0.001). 전체 대상자에서 주당 섭취

량이 높은 과일은 사과(459.45 g/주), 배(165.80 g/주), 수박

(124.80 g/주), 바나나(115.32 g/주) 및 귤(113.98 g/주)의 순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에서는 사과(378.77 g/주), 배(169.72 
g/주), 바나나(102.61 g/주) 및 수박(94.21 g/주)의 순으로, 여성

에서는 사과(538.33 g/주), 배(161.96 g/주), 수박(154.70 g/주) 
및 귤(138.98 g/주)의 순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주당 과일 

섭취량 순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성에서는 배를 제외한 

모든 과일에서 남성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보였

다(각 p<0.01). 전체대상자에서 12가지 과일의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6.42회, 하루에 0.91회로 나타났으며, 12가지 과일

의 섭취량은 일주일에 1,355.08 g, 하루에 193.59 g으로 나타

났다.
성별 과일 종류별 섭취 빈도 및 섭취량 상태를 연령군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남성에서 포도

(p=0.0470), 사과(p<0.0001), 감/곶감(p<0.0001)의 주당 섭취 

빈도는 50~64세군에서 다른 연령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인 반면, 오렌지(p=0.0011)의 주당 섭취 빈도는 

50~64세군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남성에서 사과

(p<0.0001), 감/곶감(p<0.0001)의 주당 섭취량은 50~64세군에

서 다른 연령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오렌지(p=0.0020)
의 주당 섭취량은 50~64세군에서 가장 낮았다. 여성에서 참외

(p<0.0001), 수박(p=0.0027), 복숭아(p<0.0001), 포도(p<0.0001), 
사과(p<0.0001), 배(p<0.0001), 감/곶감(p<0.0001)의 주당 섭취 

빈도는 50~64세군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오렌지(p=0.0213)
의 주당 섭취 빈도는 50~64세군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

다. 또한 딸기(p=0.0063)와 키위(p<0.0001)는 19~29세군에서 

가장 낮은 섭취 빈도를 보였다. 여성에서 참외(p<0.0001),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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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07), 복숭아(p<0.0001), 포도(p<0.0001), 사과(p<0.0001), 
배(p=0.0249), 감/곶감(p<0.0001)은 50~64세군에서 유의적으

로 높은 주당 섭취량을 보인 반면, 오렌지(p=0.0005)는 50~64
세군에서 가장 낮은 섭취량을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보고되고 있는 과일 섭취 상태에 대한 결과는 대

부분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자료로 분석된 결과가 많다

(Lee 등 2013; Bae YJ 2017; Kwon & Kim 2018). 밥과 국이나 

찌개, 주찬과 부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생

Men (n=1,184) Women (n=1,907) Total (n=3,091) t or χ2 value p value
Age (year) 40.6±0.51) 41.7±0.4 41.2±0.4 －2.25 0.0261
 19~29 193(23.1)2) 281(21.4) 474(22.2) 2.60 0.2730
 30~49 608(50.2) 1,012(49.2) 1,620(49.7)
 50~64 383(26.7) 614(29.4) 997(28.1)

Body mass index (kg/m2) 24.7±0.1 23.1±0.1 23.9±0.1 10.09 <0.0001
Waist circumference (cm) 86.1±0.3 77.7±0.3 81.9±0.2 19.78 <0.0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9.3±0.4 112.1±0.4 115.7±0.3 12.56 <0.0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9.8±0.3 73.7±0.3 76.7±0.2 14.40 <0.0001
Triglyceride (mg/dL) 168.7±5.2 111.2±2.5 139.6±3.0 10.57 <0.0001
HDL-cholesterol (mg/dL) 47.8±0.4 56.2±0.4 52.0±0.3 －15.36 <0.0001
Glucose (mg/dL) 99.9±0.8 95.6±0.7 97.7±0.5 4.19 <0.0001
Household income (%)
 Quartile 1 (Low) 92(9.1) 166(9.1) 258(9.1) 1.61 0.6572
 Quartile 2 274(22.3) 458(22.7) 732(22.5)
 Quartile 3 374(30.9) 612(32.7) 986(31.8)
 Quartile 4 (High) 443(37.7) 670(35.6) 1,113(36.6)

Education (%)
 ≤Elementary school 69(4.5) 179(8.2) 248(6.3) 25.56 <0.0001
 Middle school 79(4.8) 148(7.4) 227(6.1)
 ≥High school 1,036(90.7) 1580(84.4) 2616(87.5)

Marital status (%)
 Married 832(62.9) 1415(69.3) 2247(66.1) 9.81 0.0017
 Others3) 352(37.1) 492(30.7) 844(33.9)

Region (%)
 Urban 982(87.7) 1588(87.6) 2570(87.7) 0.01 0.9306
 Rural 202(12.3) 319(12.4) 521(12.3)

Smoking (%)
 Yes 461(39.3) 100(6.3) 561(22.6) 334.64 <0.0001
 No 713(60.7) 1798(93.7) 2511(77.4)

Frequency of alcohol (%)
 None 135(10.2) 517(24.9) 652(17.6) 238.82 <0.0001
 <1 time/month 276(24.9) 686(36.0) 962(30.5)
 2~4 times/month 343(30.7) 451(25.6) 794(28.1)
 ≥2 times/week 430(34.3) 253(13.5) 683(23.8)

1) Mean±standard error.
2) n (%).
3) Widowed, separated, divorced, or never married.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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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고려하여 볼 때, 정규식사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매일의 과일 섭취가 어려울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과일의 경우 제철 여부에 따라 섭취하는 

과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 시 

과일의 종류별 섭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식품섭취빈도조사법 자료를 이용하여 과

일의 섭취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때 제철 섭취와 계절에 

무관하게 섭취하는지를 고려하여 최근 1년간 평균 주당 섭

취빈도를 산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와 동일 연도인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4시간 회상

법 조사 자료 결과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에서 1일 과일 

섭취량은 197.3 g이었고, 남자는 1일 181.8 g, 여자는 1일 

212.6 g의 과일을 섭취하였으며, 19~29세 연령군에서는 112.5 
g/일, 30~49세 연령군에서는 190.0 g/일, 50~64세 연령군에서

Men (n=1,184) Women (n=1,907) Total (n=3,091) t value p value

Frequency (/week)

 Strawberry 0.25±0.021) 0.36±0.02 0.30±0.02 －5.86 <0.0001

 Oriental melon 0.19±0.01 0.35±0.02 0.27±0.02 －6.50 <0.0001

 Watermelon 0.22±0.01 0.39±0.02 0.31±0.02 －8.77 <0.0001

 Peach 0.14±0.01 0.29±0.02 0.22±0.02 －7.84 <0.0001

 Grape 0.23±0.02 0.39±0.02 0.31±0.02 －7.46 <0.0001

 Apple 1.40±0.06 2.33±0.07 1.87±0.06 －11.68 <0.0001

 Pear 0.30±0.02 0.40±0.02 0.35±0.02 －3.43 0.0008

 Persimmon, Gotgam  0.16±0.01 0.32±0.02 0.24±0.02 －7.41 <0.0001

 Tangerine 0.84±0.03 1.34±0.04 1.09±0.04 －11.20 <0.0001

 Banana 0.81±0.04 1.20±0.05 1.01±0.04 －5.80 <0.0001

 Orange 0.24±0.02 0.35±0.02 0.30±0.02 －4.59 <0.0001

 Kiwi 0.11±0.01 0.21±0.02 0.16±0.02 －5.14 <0.0001

 Total frequency (/week) 4.89±0.17 7.92±0.21 6.42±0.16 －13.60 <0.0001

 Total frequency (/day) 0.70±0.03 1.13±0.03 0.91±0.02 －13.60 <0.0001

Intake (/week)

 Strawberry 48.40±3.26 64.90±2.96 56.75±2.45 －4.28 <0.0001

 Oriental melon 75.49±5.66 129.96±8.63 103.03±5.35 －5.40 <0.0001

 Watermelon 94.21±6.14 154.70±7.35 124.80±5.27 －6.94 <0.0001

 Peach 33.75±3.56 65.58±3.96 49.84±2.96 －6.79 <0.0001

 Grape 33.02±2.83 49.38±2.45 41.29±1.97 －4.58 <0.0001

 Apple 378.77±16.47 538.33±17.70 459.45±13.67 －7.46 <0.0001

 Pear 169.72±11.77 161.96±9.61 165.80±7.41 0.50 0.6176

 Persimmon, Gotgam  37.39±3.06 69.59±4.38 53.67±2.76 －6.17 <0.0001

 Tangerine 88.41±3.73 138.98±4.14 113.98±3.18 －10.58 <0.0001

 Banana 102.61±6.31 127.74±5.83 115.32±4.28 －2.91 0.0042

 Orange 49.21±4.07 72.46±5.41 60.97±3.74 －3.81 0.0002

 Kiwi 7.50±0.79 12.82±1.01 10.19±0.69 －4.37 <0.0001

 Total intake (/week) 1,118.50±41.04 1,586.41±44.40 1,355.08±34.08 －8.65 <0.0001

 Total intake (/day) 159.79±5.86 226.63±6.34 193.59±4.87 －8.65 <0.0001
1) Mean±standard error.

Table 2. Fruit consumption and consumption frequency of the subjects by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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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62.3 g/일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7a). 식품섭취빈도조사법 자료를 통해 분석한 본 연구 결

과 19~64세 남성의 1일 과일 섭취량은 159.79 g, 여성은 

226.63 g이었으며, 19~64세 성인의 1일 과일 섭취량은 193.59 
g이었다. 이와 같이 식품섭취빈도조사를 통해 조사한 과일의 

Men (n=1,184) Women (n=1,907)
19~29 yrs
(n=193)

30~49 yrs
(n=608)

50~64 yrs
(n=383)

F 
value

p 
value

19~29 yrs
(n=281)

30~49 yrs
(n=1,012)

50~64 yrs
(n=614)

F 
value

p 
value

Frequency (/week)
Strawberry 0.25±0.031) 0.23±0.02 0.28±0.03 1.37 0.2561 0.28±0.03 0.39±0.02 0.36±0.03 5.23 0.0063

Oriental melon 0.12±0.03 0.17±0.02 0.23±0.03 2.02 0.1365 0.18±0.02 0.29±0.02 0.56±0.06 20.84 <0.0001

Watermelon 0.23±0.03 0.21±0.02 0.24±0.03 0.40 0.6694 0.33±0.03 0.37±0.02 0.48±0.03 6.13 0.0027

Peach 0.13±0.03 0.12±0.02 0.18±0.02 2.87 0.0593 0.20±0.03 0.28±0.02 0.39±0.03 14.74 <0.0001

Grape 0.19±0.04 0.21±0.02 0.29±0.03 3.11 0.0470 0.26±0.03 0.36±0.02 0.54±0.04 18.85 <0.0001

Apple 1.00±0.13 1.29±0.07 1.98±0.14 15.30 <0.0001 1.51±0.14 2.22±0.09 3.09±0.14 36.85 <0.0001

Pear 0.29±0.06 0.31±0.02 0.28±0.03 0.34 0.7135 0.24±0.04 0.41±0.03 0.47±0.04 10.30 <0.0001

Persimmon, 
Gotgam  

0.10±0.03 0.14±0.02 0.27±0.03 14.00 <0.0001 0.12±0.02 0.24±0.02 0.60±0.05 47.06 <0.0001

Tangerine 0.84±0.09 0.84±0.05 0.83±0.06 0.02 0.9793 1.27±0.09 1.33±0.05 1.41±0.07 0.89 0.4128

Banana 0.79±0.09 0.85±0.06 0.75±0.10 0.42 0.6583 1.14±0.09 1.16±0.06 1.30±0.10 0.99 0.3733

Orange 0.24±0.04 0.28±0.03 0.16±0.02 7.09 0.0011 0.36±0.04 0.39±0.03 0.29±0.03 3.94 0.0213

Kiwi 0.10±0.03 0.13±0.02 0.10±0.02 0.64 0.5268 0.13±0.02 0.25±0.02 0.20±0.03 12.30 <0.0001

Total frequency 
(/week)

4.34±0.36 4.77±0.23 5.58±0.29 5.56 0.0046 6.02±0.35 7.68±0.24 9.69±0.34 35.57 <0.0001

Total frequency 
(/day)

0.62±0.05 0.68±0.03 0.80±0.04 5.56 0.0046 0.86±0.05 1.10±0.03 1.38±0.05 35.57 <0.0001

Intake (/week)
Strawberry 49.66±6.28 45.51±4.38 52.76±6.79 0.45 0.6402 60.06±6.42 70.00±3.61 59.90±4.54 2.44 0.9902

Oriental melon 74.02±14.06 72.41±7.19 82.56±10.19 0.39 0.6787 66.21±10.71 110.51±8.20 208.74±22.95 16.87 <0.0001

Watermelon 98.76±15.58 94.07±7.43 90.55±11.53 0.10 0.9089 138.01±15.62 143.46±8.56 185.61±13.32 4.66 0.0107

Peach 32.27±7.38 28.52±4.44 44.86±6.51 2.29 0.1047 42.66±6.38 61.58±4.90 88.90±7.21 15.05 <0.0001

Grape 29.38±7.38 30.9±3.63 40.15±4.01 2.00 0.1387 29.21±3.40 46.22±2.81 69.32±5.69 22.87 <0.0001

Apple 287.59±28.96 350.2±20.61 511.44±39.00 11.62 <0.0001 369.38±35.71 519.39±23.54 692.62±34.11 21.43 <0.0001

Pear 177.96±34.73 182.09±14.47 139.33±16.08 2.07 0.1296 115.71±20.98 170.42±13.82 181.41±15.10 3.78 0.0249

Persimmon, 
Gotgam  

20.82±5.54 31.57±3.80 62.66±7.25 11.56 <0.0001 24.84±4.92 47.64±3.52 138.77±11.99 38.77 <0.0001

Tangerine 89.61±9.40 90.26±4.94 83.91±6.58 0.32 0.7296 141.9±10.58 138.49±5.36 137.67±7.27 0.06 0.9405

Banana 119.55±17.47 102.73±7.38 87.74±10.42 1.41 0.2474 138.03±12.68 121.78±6.88 130.25±9.60 0.89 0.4109

Orange 49.85±9.03 57.61±6.23 32.86±4.05 6.46 0.0020 81.91±13.40 80.76±6.44 51.75±5.20 7.92 0.0005

Kiwi 6.18±1.43 8.44±1.22 6.87±1.19 0.83 0.4366 8.78±1.37 14.34±1.31 13.2±2.21 6.69 0.0016

Total intake 
(/week)

1,035.66±97.51 1,094.32±52.90 1,235.68±70.45 2.21 0.1134 1,216.69±83.10 1,524.58±51.59 1,958.13±73.59 27.45 <0.0001

Total intake 
(/day)

147.95±13.93 156.33±7.56 176.53±10.06 2.21 0.1134 173.81±11.87 217.80±7.37 279.73±10.51 27.45 <0.0001

1) Mean±standard error.

Table 3. Fruit consumption and consumption frequency of the subjects b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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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조사한 과일의 섭취량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규식사로 공급이 어려운 과일의 경우 

하루에 여러 회 또는 다양한 종류의 섭취가 어려울 수 있으

며,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 시 아무리 일상적인 식사를 조

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섭취가 장기간의 평균적인 섭취 빈

도와 섭취량을 조사하여 대상자의 일상적인 섭취량을 추정

하는 식품섭취빈도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에서 장기간의 일상적인 식

생활 양상 파악을 할 수 있는 식품섭취빈도조사 방법을 사용

하여 과일 종류별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사과가 주당 459.45 
g(1일 65.6 g)으로 가장 섭취량이 높은 과일로 나타났다. 사과

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수확되지만 당년에 소비되는 50% 
이외에 나머지는 저온 저장되어 다음해 6월까지 대부분 유

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연중 섭취가 매우 용이한 

과일 중 하나임을 고려하여 볼 때(Lee 등 2003; Park & Ryu 
2013), 사과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3. 과일종류별섭취량과대사적지표위험도와의관련성
남성에서 과일 종류별 섭취량과 대사적 지표 위험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4), 교란인자를 보정한 후 12
가지 식품으로부터 공급받는 과일의 섭취량이 중위수 이상

인 군은 중위수 미만의 군보다 혈압 상승의 유병률이 38.0% 
(OR: 0.620, 95% CI: 0.440-0.873) (p=0.0065) 더 낮았다. 또한 

중위수 이상의 사과 섭취군은 중위수 미만의 사과 섭취군에 

비해 혈압 상승의 유병률은 27.3%(OR: 0.727, 95% CI: 0.543~ 
0.974) (p=0.0331) 더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중위수 이상 바나

나 섭취군은 중위수 미만의 바나나 섭취군에 비해 고혈당의 

유병률이 29.4%(OR: 0.706, 95% CI: 0.525~0.952) (p=0.0225), 
높은 중성지방의 유병률은 25.4%(OR: 0.746, 95% CI: 0.570~ 
0.977) (p=0.0331)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여성에서 과일 종

류별 섭취량과 대사적 지표 위험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결과(Table 5), 교란인자를 보정한 후 중위수 이상의 사과 섭

취군은 중위수 미만의 사과 섭취군보다 고혈당의 유병률은 

27.4%(OR: 0.726, 95% CI: 0.538~0.979) (p=0.0362), 높은 중성

지방의 유병률은 25.7%(OR: 0.743, 95% CI: 0.564-0.978) (p= 
0.0340), 낮은 HDL-콜레스테롤의 유병률은 24.3%(OR: 0.757, 
95% CI: 0.594~0.966) (p=0.0256) 더 낮았다. 또한 중위수 이상 

바나나 섭취군은 중위수 미만의 바나나 섭취군에 비해 복부

비만의 유병률이 27.5%(OR: 0.725, 95% CI: 0.550~0.956) 
(p=0.0231), 높은 중성지방의 유병률은 33.2%(OR: 0.668, 95% 
CI: 0.502~0.889) (p=0.0059)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과일은 비타민 C, 카로티노이드 및 페놀 화합물과 같은 항

산화 영양소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이에 비만, 암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적절한 과일의 섭취가 권

장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과일 섭취는 채소 섭취와 연결되

어 조사되고 있는데, 건강한 스페인 성인에서 10년간 추적조

사한 결과 과일과 채소의 높은 섭취는 체중 증가 위험을 유의

적으로 낮추었다고 하였으나(Vioque 등 2008), Rautiainen 등
(2015)의 연구에 의하면 15.9년 동안의 추적조사 후 미국 여

성에서는 채소가 아닌 과일의 섭취량이 비만이나 과체중의 

위험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여, 과일의 단

독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

성이 도출된 바 있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과일의 섭

취가 1일 1회 이상인 경우 1일 1회 미만인 대상자에 비해 체

질량지수를 기준으로 한 비만, 복부비만 및 혈압 상승의 위

험이 유의적으로 낮다고 하였다(Choi 등 2019). 
이와 같이 과일의 섭취가 가지는 건강상 이점과는 반대로, 

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단순당 때문에 혈당 조절 문제나 고중

성지방혈증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일

은 과당, 포도당, 설탕 이외에 소르비톨 등을 함유하고 있으

며, 해당 인자들의 구성 비율 및 그 외 함유하고 있는 섬유소

와 단백질의 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아 과일의 혈당지수는 달

라질 수 있다(Wolever 등 1993; Guevarra & Panlasigui 2000). 
본 연구에서 고혈당과 음의 관계를 보인 사과의 경우, 사과

에 함유된 펙틴이 혈당 반응을 낮출 수도 있으며(Jenkins & 
Jenkins 1985), 우리나라 다빈도 섭취 과일의 혈당지수를 분

석한 결과 사과가 33.5로 전체 8종의 과일 중 가장 혈당지수

가 낮았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Ryu 등 2012). 한편 과일

이 함유하고 있는 과당 등 단순당의 높은 농도 때문에 과일

의 섭취가 간과 혈중 중성지방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다(Sharma 등 2016). 그러나 최근 보고된 메

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과일의 섭취는 고중성지방혈증과 유

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으며(Kodama 등 2018), 이와 관련하여 

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피토케미칼(Liu RH 2013)을 이

유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일의 종류별 섭취량

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하여, 복부비만, 혈압 상승, 높은 중성

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 및 고혈당의 위험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교란인자의 보정 후 사과와 바나나의 섭취가 대

사적 이상의 위험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64
세 성인 3,091명(남자 1,184명, 여자 1,907명)에서 식품섭취빈

도조사에서 조사한 총 12종의 과일(딸기, 참외, 수박,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곶감, 귤, 바나나, 오렌지, 키위) 종류별 섭

취 빈도 및 섭취량을 성별, 연령별(19~29세, 30~49세, 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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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1)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Abdominal 
obesity

Total fruit
<Median 1 (Ref.)

0.4443
1 (Ref.)

0.0780
≥Median 0.891 (0.663~1.199) 0.752 (0.547~1.033)

Apple
<Median 1 (Ref.)

0.7124
1 (Ref.)

0.3132
≥Median 0.948 (0.711~1.263) 0.854 (0.627~1.163)

Tangerine
<Median 1 (Ref.)

0.4298
1 (Ref.)

0.2326
≥Median 0.900 (0.692~1.171) 0.852 (0.654~1.109)

Banana
<Median 1 (Ref.)

0.3762
1 (Ref.)

0.2985
≥Median 0.866 (0.629~1.193) 0.842 (0.607~1.167)

High blood 
pressure

Total fruit
<Median 1 (Ref.)

0.0093
1 (Ref.)

0.0065
≥Median 0.671 (0.497~0.905) 0.620 (0.440~0.873)

Apple
<Median 1 (Ref.)

0.0033
1 (Ref.)

0.0331
≥Median 0.687 (0.536~0.881) 0.727 (0.543~0.974)

Tangerine
<Median 1 (Ref.)

0.1300
1 (Ref.)

0.9362
≥Median 0.814 (0.623~1.063) 1.012 (0.760~1.347)

Banana
<Median 1 (Ref.)

0.1683
1 (Ref.)

0.6582
≥Median 0.817 (0.611~1.090) 1.078 (0.772~1.504)

High blood 
glucose

Total fruit
<Median 1 (Ref.)

0.8518
1 (Ref.)

0.1156
≥Median 0.978 (0.771~1.240) 0.779 (0.570~1.064)

Apple
<Median 1 (Ref.)

0.4718
1 (Ref.)

0.2533
≥Median 0.901 (0.677~1.199) 0.834 (0.610~1.140)

Tangerine
<Median 1 (Ref.)

0.0610
1 (Ref.)

0.2734
≥Median 0.777 (0.596~1.012) 0.841 (0.615~1.148)

Banana
<Median 1 (Ref.)

0.0007
1 (Ref.)

0.0225
≥Median 0.625 (0.477~0.817) 0.706 (0.525~0.952)

High 
triglyceride

Total fruit
<Median 1 (Ref.)

0.3432
1 (Ref.)

0.4494
≥Median 0.881 (0.677~1.146) 0.889 (0.653~1.209)

Apple
<Median 1 (Ref.)

0.0317
1 (Ref.)

0.1342
≥Median 0.729 (0.547~0.972) 0.780 (0.563~1.081)

Tangerine
<Median 1 (Ref.)

0.0412
1 (Ref.)

0.1865
≥Median 0.765 (0.592~0.989) 0.819 (0.608~1.103)

Banana
<Median 1 (Ref.)

0.0046
1 (Ref.)

0.0331
≥Median 0.694 (0.540~0.892) 0.746 (0.570~0.977)

Low 
HDL-

Cholesterol

Total fruit
<Median 1 (Ref.)

0.1286
1 (Ref.)

0.2809
≥Median 1.231 (0.941~1.611) 1.191 (0.866~1.638)

Apple
<Median 1 (Ref.)

0.5898
1 (Ref.)

0.6497
≥Median 1.077 (0.820~1.415) 1.074 (0.787~1.466)

Tangerine
<Median 1 (Ref.)

0.8330
1 (Ref.)

0.6304
≥Median 1.027 (0.799~1.321) 1.071 (0.810~1.416)

Banana
<Median 1 (Ref.)

0.7250
1 (Ref.)

0.8144
≥Median 0.952 (0.723~1.254) 1.035 (0.775~1.382)

1)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smoking, alcohol frequency and energy intake.

Table 4. Odds ratio of metabolic factors in men by fruit consumption and frui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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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1)

OR (95% CI) p value OR (95% CI) p value

Abdominal 
obesity

Total fruit
<Median 1 (Ref.)

0.5094
1 (Ref.)

0.4424
≥Median 1.081 (0.857~1.362) 0.894 (0.671~1.191)

Apple
<Median 1 (Ref.)

0.5921
1 (Ref.)

0.0749
≥Median 0.940 (0.747~1.181) 0.784 (0.599~1.025)

Tangerine
<Median 1 (Ref.)

0.7153
1 (Ref.)

0.5376
≥Median 0.959 (0.763~1.204) 0.927 (0.726~1.182)

Banana
<Median 1 (Ref.)

0.0145
1 (Ref.)

0.0231
≥Median 0.711 (0.541~0.934) 0.725 (0.550~0.956)

High blood 
pressure

Total fruit
<Median 1 (Ref.)

0.0486
1 (Ref.)

0.2903
≥Median 1.264 (1.001~1.594) 0.853 (0.635~1.147)

Apple
<Median 1 (Ref.)

0.0376
1 (Ref.)

0.2421
≥Median 1.284 (1.015~1.626) 0.846 (0.638~1.121)

Tangerine
<Median 1 (Ref.)

0.2974
1 (Ref.)

0.5304
≥Median 0.872 (0.673~1.129) 0.908 (0.672~1.228)

Banana
<Median 1 (Ref.)

0.0161
1 (Ref.)

0.0970
≥Median 0.741 (0.581~0.945) 0.783 (0.586~1.046)

High blood 
glucose

Total fruit
<Median 1 (Ref.)

0.7913
1 (Ref.)

0.1021
≥Median 0.965 (0.741~1.257) 0.765 (0.555~1.055)

Apple
<Median 1 (Ref.)

0.6696
1 (Ref.)

0.0362
≥Median 0.943 (0.718~1.238) 0.726 (0.538~0.979)

Tangerine
<Median 1 (Ref.)

0.0776
1 (Ref.)

0.1603
≥Median 0.805 (0.632~1.025) 0.829 (0.638~1.078)

Banana
<Median 1 (Ref.)

0.0583
1 (Ref.)

0.3752
≥Median 0.773 (0.593~1.009) 0.873 (0.647~1.180)

High 
triglyceride

Total fruit
<Median 1 (Ref.)

0.3186
1 (Ref.)

0.6816
≥Median 1.135 (0.884~1.457) 0.940 (0.696~1.268)

Apple
<Median 1 (Ref.)

0.6373
1 (Ref.)

0.0340
≥Median 0.941 (0.730~1.213) 0.743 (0.564~0.978)

Tangerine
<Median 1 (Ref.)

0.2327
1 (Ref.)

0.3090
≥Median 0.855 (0.661~1.107) 0.869 (0.663~1.140)

Banana
<Median 1 (Ref.)

0.0006
1 (Ref.)

0.0059
≥Median 0.641 (0.498~0.824) 0.668 (0.502~0.889)

Low 
HDL-

Cholesterol

Total fruit
<Median 1 (Ref.)

0.8397
1 (Ref.)

0.2209
≥Median 1.021 (0.833~1.251) 0.853 (0.662~1.101)

Apple
<Median 1 (Ref.)

0.5828
1 (Ref.)

0.0256
≥Median 0.940 (0.751~1.175) 0.757 (0.594~0.966)

Tangerine
<Median 1 (Ref.)

0.9308
1 (Ref.)

0.9246
≥Median 0.991 (0.816~1.204) 1.010 (0.816~1.251)

Banana
<Median 1 (Ref.)

0.1352
1 (Ref.)

0.2808
≥Median 0.840 (0.669~1.056) 0.871 (0.677~1.121)

1) Adjusted for age, household income,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smoking, alcohol frequency and energy intake.

Table 5. Odds ratio of metabolic factors in women by fruit consumption and frui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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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군)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섭취가 높은 상위 3가지 과일

(사과, 귤, 바나나)의 섭취량에 따른 대사적 지표와의 위험률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평

균 연령은 41.2세였으며, 19~29세는 22.2%, 30~49세는 49.7% 
50~64세는 28.1%를 차지하였다. 전체대상자에서 주당 섭취 

빈도가 높은 과일은 사과(1.87회/주), 귤(1.09회/주), 바나나

(1.01회/주)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당 섭취량이 높은 과일

은 사과(459.45 g/주), 배(165.80 g/주), 수박(124.80 g/주), 바나

나(115.32 g/주) 및 귤(113.98 g/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

분의 과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섭취량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연령군이 증가할수록 대부분의 과일에서 섭취량 및 빈

도가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사과를 중위수 

이상 섭취하는 대상자의 경우 남성에서는 혈압 상승, 여성에

서는 고혈당, 높은 중성지방 및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바나나를 중위수 이상 섭취하

는 대상자의 경우 남성에서는 고혈당 및 높은 중성지방, 여
성에서는 복부비만, 높은 중성지방의 위험을 유의적으로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19~64

세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 인구에서의 과일의 섭취량 

및 과일의 섭취가 대사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식품섭취빈도조사가 19~ 
64세 성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향후 

만성질환에 노출 위험이 높은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과일

의 섭취와 대사적 지표와의 관련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가 가지는 횡단연구라는 특성상 식품 섭취량-만성질환 유병

률과의 관련성을 원인-결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섭취량 분석 시 장기

간의 영양섭취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식품섭취빈도조사 자

료를 활용함으로써 그 제한점을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하

였다. 세 번째, 과일의 종류별 섭취 빈도 및 섭취량에 대한 

분석만 진행되어, 과일로부터 섭취하게 되는 미량영양소 및 

생리활성물질까지 심화 분석하지 못한 애로사항이 존재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가 규모에서 장기간의 

과일의 종류별 섭취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이며, 과일의 종류별 섭취와 대사적 지표의 위험과의 관련성

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추후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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