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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fine dust pollution in Korea is increasing, there is no information regarding nutritional standards for fine dust-

related disease patients. This study analyzed the food and nutrient intake status in adult men with disease associated with

fine dust in the area with the increased level of fine dust pollution using the sixth and seven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3-2017). The daily intakes, and average nutrient adequacy ratio (NAR) and mean

adequacy ratio (MAR) values of energ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trol group compared with patient groups.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protein, fat and cholesterol intak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patient groups.

Daily intakes of cereals and grain products in the control group were increased, whereas seasoning intake was decreased in

the control group compared with patient groups. The patient groups had low daily water and vitamin B1 intakes, and the

niacin intake of patient group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Nutrition density and nutritional quality

of vitamin C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patient groups.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nutrition education that

emphasizes sufficient calorie, water and antioxidant vitamin intakes for patients related to fine dust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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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세먼지와 관련된 건강 장해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보고되었으며 2013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는 미세먼지(PM10, PM2.5)를 발암물질로 규정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미세먼지는 방어막인 피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접촉하여 염증반응을 유발하며, 크

기가 작아 코와 입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점막에서 걸

러지지 않고, 폐까지 침투할 수 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2018년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 순위를 측정한 결과 한

국은 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 2위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AirVisual 2019). 특히 서울의 경우

2003-2018년까지 전 기간 동안 연평균 대기환경 기준인 15

μg/m3를 초과함으로써(Yeo & Kim 2019) 중국, 인도에 이어

미세먼지에 의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피해가 클 것으로

OECD는 예상한다(OECD 2016). 이처럼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와 발생 기간이 지속되는 만큼 미세먼지와 인체에 관한

영향 및 그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는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각국의 미세먼지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 디자인, 국가 환경,

연구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Begum et al. 2007; Kothai

et al. 2011), 입원율 증가, 호흡기 자극 증상, 만성 호흡기

및 심혈관계질환의 심화, 사망률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Liao et al. 1999; Gold et al. 2000;

Dominici et al. 2003; Brook et al. 2004). 특히 가장 많이

인용된 Pope et al. (2002)의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10 μg/m3 증가할 때마다 모든 질병, 심폐질환, 폐암의 사망

률이 각각 유의하게 4, 6, 8%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미세먼지 노출의 위험성은 조직과 세포에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고(Leetham et al. 2016; Park et al. 2016; Dias et

al. 2020), 염증반응에 의한 손상(Seagrave 2008; Malik &

Storey 2011), 내독소에 의한 손상, DNA 손상 등의 기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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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호흡기, 심혈관계 및 폐 기능 질환의 심화로 조기 사

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로 확인할 수 있다(Kim et al.

2015; Myong 2016; Liu et al 201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Yu et al. (2020)의 이전 연구에서는 제6기, 7기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이용하여 실외 근로 비율이 높고 미세먼지에 의

해 뇌 건강 및 우울감 등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된(Xi et al.

2017; Lee 2009) 40대 이상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군(환

자군)과 정상인(대조군)의 건강 관련 특성과 질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미세먼지에 의해 발생률이

높아지는 질환들이 영양과 연관성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만성폐쇄성 폐 질환 환자의 경우 과잉 영양 시 비만을 유발

하여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Lee 2004), 유아의

비염 질환이 에너지, 단백질, 칼슘, 인, 철, 리보플라빈과 같

은 영양소 섭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Heo & Seo 2019). JAMA의 경우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병

중 하나인 호흡곤란 증후군 환자 치료에 적합한 영양섭취에

대해 분석한 EDEN 연구결과가 있으나(Rice et al. 2012),

우리나라는 아직 호흡기 관련 질환 치료에 적합한 영양 섭

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질

환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식이와 식습관의 다양성으로 인

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에 어

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군 간의 전반적인 식생

활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미세먼지 관련 질

환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영양 관리 기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자

본 연구는 제6기, 7기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 자료

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승인번호: 2013-07CON-03-4C,

2013-12EXP-03-5C).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제외 기

준은 이전 보고와 같다(Yu et al. 2020). 요약하여 설명하자

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전체 대상자 50,557명 중 미세먼지 농

도가 높은 지역으로 보고된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성

<Figure 1> Stud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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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성 50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미세먼지와 관련성

이 높은 질환(폐결핵, 천식, 부비동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만성폐쇄성 폐 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경

우 환자군(총 204명)으로 분류하였으며, 대조군은(총 298명)

위의 질환을 하나도 진단받지 않은 경우로 분류하였다. 또한

Global Initiatives for Obstructive Lung Disease (GOLD)

의 진단 기준에 따라 일간 노력성 폐활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과 노력성 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의 비가 0.7 미만인 경우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정의하여 환자군으로 분류하였다<Figure 1>.

2. 식생활과 건강 관련 특성 조사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실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실태 현황은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한 영양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1일 에너지 및 영양

소 섭취량 항목에서 에너지, 수분, 단백질, 지방, 당질, 식이

섬유, 칼슘, 인, 철, 나트륨, 칼륨, 비타민 A, 비타민 B1, 비

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C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환자군과 대조군의 열량 영양소의 에너지 비율을 확

인하였다. 열량 영양소의 에너지비는 탄수화물, 단백질 섭취

량에 각각 4 kcal, 지방 섭취량에 9 kcal를 곱하여 나온 각

영양소의 열량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의 총 합으로

나누어 백분율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식품 섭취 분석조사를 통해 식품군들의 섭취

량을 비교하였다. ‘곡류 및 그 제품’, ‘감자 및 전분류’, ‘당

류 및 그 제품’, ‘두류 및 그 제품’, ‘종실 류 및 그 제품’,

‘채소류’, ‘버섯류’, ‘과실류’, ‘육류 및 그 제품’, ‘난류’, ‘어

패류’, ‘해조류’, ‘우유류 및 그 제품’, ‘유지류’, ‘음료 및 주

류’, ‘조미료류’, ‘조리가공식품류’, ‘기타’ 총 18개 식품군으

로 분류하여 섭취량을 비교하였다.

2) 식사의 질 평가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에 따라 에너지는 필요 추정량, 나트륨, 칼륨은 충분 섭

취량, 단백질, 칼슘, 인, 철,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C는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연

령 대비 영양소별 권장량에 대한 섭취량의 평균 백분율을 구

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이 권장 수준의 75% 미만인 경우 그

영양소 섭취량이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섭취한 영양소의 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영양소 적정 섭

취 비(Nutrient adequacy ratio, NAR)와 전반적인 섭취 상태

를 평가하기 위해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 비(Mean adequacy

ratio, MAR)를 계산하였다. NAR은 각 영양소 권장섭취량

대비 해당 영양소 섭취량으로 계산하였으며, 1.0을 넘는 경

우 권장섭취량보다 많이 섭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NAR은 최

댓값을 1.0으로 설정하여 1.0을 넘는 경우 1.0으로 입력하였

다. MAR은 각 영양소의 NAR의 평균값으로 계산하였다.

영양소 밀도(Nutrient density, ND)는 개인 에너지 섭취량

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이 내 영양소 함량을 의미하며, 에

너지 밀도를 비교하는 것은 열량공급량에 함유된 각 영양소

의 함량 파악이 가능하다. 영양밀도지수(Index of nutrient

quality, INQ)란 개인 간 에너지 섭취 차이를 고려해 식사가

적합한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ND 값을 각 영양소 권장

량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1,000 kcal로 보정하여 에너지 섭취

량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양소의 INQ가 1.0을 넘는 경우

열량 섭취가 적절하고, 해당 영양소를 권장 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한다고 해석하였다. 나트륨의 경우 INQ 값이 1.0 이하

인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에 이용된 공식은 아래와 같다.

%KDRIs=(개인의 해당 영양소 섭취량/해당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100

NAR=개인의 해당 영양소 섭취량/해당 영양소 권장섭취량

MAR=n개의 영양소에 대한 NAR의 합/n

ND=1,000 kcal에 해당하는 식사 중 영양소 섭취량

INQ=1,000 kcal 식사에 함유된 영양소 함량/1000 kcal당

해당 영양소 권장량

3. 자료 분석 방법

본 논문의 통계분석은 SPSS 20.0을 이용하였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의 자료 분석과정에서 표본설계 시점과 조사 시점

간 가구 수 및 인구수 차이에 따른 포함 오차, 불균등 추출

률, 조사 미참여자의 무응답 오차 등을 보정하기 위해 건강

설문조사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합표본 분석 방법을 이용하

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식사의

질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영양 섭취 현황 비교를 위해 연령

을 보정하였다. 명목형 변수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빈

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으며 연속형 변수는 일반 선형모형

을 통해 평균과 표준오차로 제시하였다. P-value가 p<0.05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1) 1일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환자군과 대조군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는 연령을 보

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두 군간 1일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의 평균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영

양소 섭취 실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에너지, 수

분,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이었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2,205, 2,283 kcal로 환자군의 에너지 섭취량이 유의하게 적

었다(p<0.001). 폐결핵, 호흡부전 등의 호흡기 질환에서 충분

한 열량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결과(Lepeul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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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와 달리 본 연구의 환자군의 에너지 평균 섭취량은 대

조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의 섭취량은 환자군

이 1,322.58 g, 대조군이 1,337.28 g으로 환자군의 수분 섭취

량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5). 미세먼지 관련 질환일 경우,

입, 코 등의 건조함을 막고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충분

한 수분의 섭취가 강조되고 있으나(Kwak 2015; Choi et al

2019) 환자군의 수분 섭취량 역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단백질 섭취의 경우 환자군이 79.03 g, 대조군이 77.05 g으

로 환자군의 섭취가 유의하게 높았고(p<0.001), 지방 역시 환

자군이 47.04 g, 대조군이 44.65 g으로 환자군의 섭취가 유의

하게 높았다(p<0.001). 콜레스테롤 또한 환자군 294.95 mg,

대조군 258.49 mg으로 환자군의 콜레스테롤 섭취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Cross et al. (2007)의

보고에 따르면 육류의 섭취량을 5분위로 나누어서 가장 높

게 섭취한 사람들이 가장 낮게 섭취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암

발생이 20-6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ross et al.

2007). 본 연구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환자군의 경우 기타

암의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기타 암, 대조

군(5%), 환자군(3%), p<0.05), 식이 섭취 및 영양 상태가 암

발생률 및 미세먼지 관련 질환 유병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나트륨의 경우 두 군 모두에서 WHO의 1일 나트륨 권장

량인 2,000 mg의 두 배 이상의 섭취를 보였으나, 환자군의

섭취량은 4,490.42 mg, 대조군의 섭취량은 4,578.97 mg으로

환자군의 섭취량이 유의하게 적었다(p<0.001). 하지만 두 군

비타민 B1의 섭취는 환자군이 2.25 mg, 대조군이 2.35 mg으

로 환자군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p<0.004). 비타민

B2의 섭취는 환자군이 1.51 mg, 대조군이 1.50 mg으로 환자

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다(p<0.001). 니아신의 섭

취는 환자군이 18.28 mg, 대조군이 18.71 mg으로 환자군 보

다 대조군의 섭취가 더 높았다(p<0.001).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1일 열량 구성비는 탄수화물, 단

백질, 지방의 섭취량에 각 4, 4, 9 kcal의 열량을 곱하여 섭

취한 열량의 총합을 구하여 각 영양소의 열량을 나누어 백

분율을 계산하였다. 환자군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66.76%,

대조군의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68.64%로 환자군의 섭취 비

<Table 1>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Patient Group

(n=204)

Normal Group

(n=298)
p value

Nutrient intake

Energy (kcal) 2205.21±66.950 2283.05±50.700 0.0001

Water (g) 1322.58±60.390 1337.28±46.200 0.005

Protein (g) 79.03±3.03 77.05±2.35 0.0001

Fat (g) 47.04±2.36 44.65±2.13 0.0001

Cholesterol (mg) 294.95±20.56 258.49±27.38 0.0001

Carbohydrate (g) 356.67±11.77 374.66±9.530 0.088

Fiber (g) 27.53±1.09 029.72±0.911 0.192

Calcium (mg) 539.49±25.45 582.00±24.86 0.448

Phosphorus (mg) 1225.55±43.520 1244.88±35.720 0.009

Irom (mg) 18.98±0.85 20.10±0.70 0.785

Sodium (mg) 4490.42±209.23 4578.97±200.54 0.0001

Potassium (mg) 3602.17±157.46 3625.73±109.73 0.304

Vitamin A (µgRAE) 757.61±41.49 840.85±75.39 0.805

Vitamin B1 (mg) 02.25±0.07 02.35±0.07 0.004

Vitamin B2 (mg) 01.51±0.06 01.50±0.06 0.0001

Niacin (mg) 18.28±0.70 18.71±0.60 0.001

Vitamin C (mg) 134.92±9.510 132.9±8.16 0.280

Energy distribution (%)

Carbohydrate 66.76±0.67 68.64±0.62 0.0001

Protein 14.66±0.32 14.08±0.23 0.243

Fat 18.56±0.53 17.26±0.52 0.0001

Patient group; one or more disease related to fine dust in area with the high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Nutrition intake was adjusted for age.

Values are Mean±SE (Standard Error). 

p-values derived from GLM (gener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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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단백질의 섭취 비율은 환자군이 14.66, 14.08%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지방의 섭취 비율은 환자군이

18.56%, 대조군이 17.26%로 환자군의 지방 섭취 비율이 유

의하게 높았다(p<0.001).

2) 식품군별 섭취량

환자군과 대조군의 식품군별 섭취량은 <Table 2>에 제시

하였다. 곡류 및 그 제품류, 채소류, 육류, 조미료의 경우 환

자군과 대조군의 섭취량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곡류 및

그 제품류의 섭취량은 환자군이 294.81 g, 대조군이 296.73

g으로 환자군의 섭취가 유의하게 낮았다(p<0.005). 채소류의

섭취는 환자군이 319.02 g, 대조군이 301.78 g으로 환자군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6). 육류 섭취의 경우 환자

군이 93.22 g, 대조군이 105.01 g으로 환자군의 섭취량이 대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났다(p<0.026). 조미료의 섭

취는 환자군이 37.61 g, 대조군이 31.03 g으로 환자군의 섭취

가 유의성 있게 높았다(p<0.027).

2. 식사의 질 평가

환자군과 대조군의 식사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국인 영

양 섭취 기준을 참고하여 각 연령 대비 영양소별 권장량에 대

한 섭취량의 비와 영양소 적정 섭취 비, 평균 영양소 적정 섭

취 비, 영양소 밀도, 영양 밀도 지수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1)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과 비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권고한 영양소별 권장량에 대한

섭취량의 평균 백분율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칼슘

항목을 제외하고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권장량에 대한 섭취량

의 비율이 100 이상이므로 영양소를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분과 나트륨의 경우 두 군 모

두에서 권장량 대비 2-3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다. 과도한 나

트륨 섭취는 대사질환 발병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으로(He

et al. 2012) 조미료와 더불어 국물, 소스 등을 적게 먹고 외식

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우유를 섭취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두 군간 섭취량 백분율을 비교해보면 대조군의 경우, 에너

지 섭취량과 인, 철분, 나트륨, 비타민 A, 비타민 B1, 니아신

의 섭취 비율은 환자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단백질 섭취 비율은 환자군이 143.7, 대조군이 140.9

로 환자군의 섭취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군과 대조군

모두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칼슘 흡수

가 저하되고, 뼈가 약해지는 시기인 노년기를 대비하여 현재

중년들에게 칼슘 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Table 2> Means of daily food group intake of the subjects

Patient Group

(n=204)

Normal Group

(n=298)
p value

Cereals and grain products (g) 294.81±11.95 296.73±10.90 0.005

Potatoes and starches (g) 41.67±8.72 34.62±4.62 0.252

Sugars and sweets (g) 11.48±1.10 11.62±1.21 0.707

Legumes and their products (g) 30.13±4.19 29.51±3.14 0.550

Seeds and nuts (g) 07.17±1.62 13.95±5.17 0.052

Vegetables (g) 319.02±21.95 301.78±13.81 0.006

Mushrooms (g) 04.51±1.24 06.16±1.00 0.054

Fruits (g) 203.40±18.06 229.79±22.05 0.616

Meats and products (g) 093.22±10.04 105.01±9.540 0.026

Eggs (g) 27.95±2.56 29.65±2.95 0.905

Fishes and shellfishes (g) 75.57±8.75 80.01±8.06 0.226

Seaweed (g) 20.99±4.25 12.58±2.27 0.210

Milk and dairy products (g) 123.54±13.57 108.67±10.11 0.991

Oils and fats (g) 07.69±0.60 07.00±0.50 0.204

Beverage (g) 223.58±24.57 206.43±21.72 0.895

Seasonings (g) 37.61±3.58 31.03±1.61 0.027

Prepared foods (g) 0.005±0.00 00.18±0.18 0.324

Others (g) 00.03±0.03 00.48±0.21 0.357

Patient group; one or more disease related to fine dust in area with the high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Nutrition intake was adjusted for age.

Values are Mean±SE (Standard Error). 

p-values derived from GLM (gener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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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소 적정 섭취 비 및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 비교

두 군의 영양소 적정 섭취 비, 평균 영양소 적정 섭취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영양소 적정 섭취

비에서 두 군간 유의한 값이 나온 항목은 에너지였다. 환자

군의 에너지의 NAR은 0.89, 대조군의 에너지 NAR은 0.92

로 대조군이 높게 나타났다(p<0.041).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전신 산화스트레스 상태가 되거나 호흡기 관련 질환 유병환

자의 경우 과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산소요구량 증가로 인해

충분한 열량 섭취가 권장되고 있으나(Lepeule et al. 2012)

본 연구의 환자군은 대조군보다 에너지 섭취량을 비롯하여

NAR, RNI 등이 유의하게 낮았다. 단백질, 인, 아연,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니아신, 비타민 C의 NAR

은 두 군간 차이를 볼 수 없었다.

3) 영양소 밀도 비교

환자군과 대조군의 영양소 밀도의 값은 <Table 5>에 제시

하였다. 환자군과 대조군의 영양소 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온 항목은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 비타민 C, 칼륨, 철

분이며 이 중 탄수화물, 식이섬유, 비타민 C의 ND는 대조군

이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환자군에서 에너지 섭취를

비롯하여 비타민 B1, 칼슘, 섬유소, 비타민 C 등 미세먼지에

대응해서 면역력을 높이거나 항산화 효과가 있는 미량 영양

소의 섭취량 및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세먼지는 선천면역, 후천면역, 산화스트레스의 세 가지 기전

에 의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도

상피세포에 미세먼지를 노출하고 단백 분석을 실시해보면,

탐식세포나 상피세포를 자극하여 염증 매개 인자인 TNF-α,

IL-6, IL-8, TGF-β 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산화스트레스

가 증가하여 방어기전, 세포 활성화, 세포구조와 연관된 단

백질의 발현이 증가함과 동시에 항산화 효소와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염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ang 2014).

따라서 식이요법으로 섭취하는 항산화 비타민은 이러한 염

증 매개 인자의 발현과 산화스트레스의 불균형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항산화 능이 높은 김 추

출물은 미세먼지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Table 3> Percentage of nutrient intakes of Korean RNI of the subjects

Patient Group

(n=204)

Normal Group

(n=298)
p value

Energy (%) 110.26±0.02 114.15±0.02 0.0001

Protein (%) 0143.7±0.05 0140.9±0.04 0.0001

Calcium (%) 077.07±0.03 083.14±0.03 0.0001

Phosphorus (%) 175.08±0.06 177.84±0.05 0.009

Iron (%) 210.91±0.09 223.31±0.07 0.785

Sodium (%) 349.67±0.16 355.71±0.15 0.003

Potassium (%) 102.92±0.44 103.59±0.03 0.304

Vitamin A (%) 108.23±0.05 120.12±0.10 0.805

Vitamin B1 (%) 187.66±0.06 195.55±0.05 0.004

Vitamin B2 (%) 100.35±0.04 100.23±0.04 0.0001

Niacin (%) 114.26±0.04 116.97±0.03 0.001

Vitamin C (%) 134.92±0.09 0132.9±0.08 0.280

Patient group; one or more disease related to fine dust in area with the high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Nutrition intake was adjusted for age.

Values are Mean±SE (Standard Error). 

p-values derived from GLM (general linear model)

<Table 4> Nutrient Adequacy Ratio (NAR) and Mean Adequacy

Ratio (MAR) of the subjects

Patient Group

(n=204)

Normal Group

(n=298)
p value

NAR

Energy 0.89±0.01 0.92±0.00 0.041

Protein 0.93±0.00 0.93±0.00 0.328

Calcium 0.69±0.01 0.71±0.01 0.311

Phosphorus 0.97±0.00 0.97±0.00 0.592

Iron 0.98±0.00 0.98±0.00 0.795

Vitamin A 0.73±0.02 0.71±0.01 0.850

Vitamin B1 0.97±0.00 0.98±0.00 0.460

Vitamin B2 0.79±0.01 0.80±0.01 0.273

Niacin 0.86±0.01 0.86±0.01 0.279

Vitamin C 0.73±0.02 0.72±0.01 0.364

MAR 0.85±0.00 0.86±0.00 0.560

Patient group; one or more disease related to fine dust in area with

the high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Nutrition intake was adjusted for age.

Values are Mean±SE (Standard Error).

p-values derived from GLM (general linea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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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Park et al. 2020).

철의 ND는 환자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철분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알레르기성 비염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나(Heo & Seo 2019), 폐 질환을 가진 남

성의 경우 철분의 영양소 섭취의 질이 낮다는 상반된 결과

가 있어(Jang 2014),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환과 연관성에 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영양 질적 지수 비교

마지막으로 환자군과 대조군의 영양 질적 지수의 비교 결

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영양 질적 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비타민 C와 철분이었다. 비타민 C의

INQ는 환자군이 1.21, 대조군이 1.22로 환자군의 INQ가 유

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p<0.001). 철분의 INQ는 환

자군이 1.96, 대조군이 1.94로 환자군의 철분 INQ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왔다(p<0.002).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관련 질환을 가

진 성인 남성의 식생활을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호흡기 관련 질환 유병률이 높아짐

에 따라 충분한 열량 섭취가 권장되고 있으나(Lepeule et al.

2012), 본 연구의 환자군은 1일 에너지 섭취량을 비롯하여

에너지 NAR, 에너지 RNI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

았다. 또한 인체로 유입된 고농도의 미세먼지 대응과 배출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강조되고 있으나(Choi et al.

2019), 환자군의 수분 섭취량 역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단백질의 섭취량 및 RNI는 환자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단백질은 폐 기능을 유지하고 제지방량을 유지하기 위해 섭

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1 g 증가함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 경향이 증

가한다고 보고되었고 이는 육류 가공품에 있는 아질산염이

폐에 있는 콜라젠과 엘라스틴과 같은 단백질이 연결된 조직

에 영향을 주어 폐 조직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Jiang et al. 2008). 단백질 섭취에 대해 다른 결과가 보이는

<Table 5> Nutrient Density (ND) of the subjects

Patient Group

(n=204)

Normal Group

(n=298)
p value

Carbohydrate (g) 161.91±1.920 164.04±1.960 0.0001

Protein (g) 33.37±0.56 35.07±0.72 0.366

Fat (g) 19.98±0.58 18.24±0.54 0.0001

Fiber (g) 12.63±0.30 13.32±0.36 0.0001

Vitamin A 359.07±26.66 361.37±23.37 0.411

Vitamin B1 01.02±0.01 01.02±0.01 0.320

Vitamin B2 00.67±0.01 00.65±0.01 0.054

Niacin (mg) 08.21±0.20 08.14±0.19 0.548

Vitamin C (mg) 60.65±3.38 61.15±3.69 0.001

Calcium (mg) 248.12±7.110 251.74±7.550 0.214

Phosphorus (mg) 552.59±8.070 540.00±8.640 0.486

Sodium (mg) 2025.32±66.840 2017.62±69.520 0.116

Potassium (mg) 1623.51±38.460 1600.86±39.450 0.004

Iron (mg) 08.82±0.25 08.76±0.21 0.002

Patient group; one or more disease related to fine dust in area with the high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Nutrition intake was adjusted for age.

Values are Mean±SE (Standard Error). 

p-values derived from GLM (general linear model)

<Table 6> Index of Nutritional Quality (INQ) of the subjects

Patient Group

(n=204)

Normal Group

(n=298)
p value

Protein 1.27±0.02 1.21±0.02 0.336

Vitamin A 1.02±0.07 1.03±0.06 0.411

Vitamin B1 1.70±0.03 1.70±0.03 0.320

Vitamin B2 0.90±0.02 0.86±0.02 0.054

Niacin 1.02±0.02 1.01±0.02 0.548

Vitamin C 1.21±0.06 1.22±0.07 0.001

Calcium 0.70±0.02 0.71±0.02 0.214

Phosphorus 1.57±0.02 1.54±0.02 0.486

Iron 1.96±0.05 1.94±0.04 0.002

Patient group; one or more disease related to fine dust in area with

the high levels of fine dust pollution

Nutrition intake was adjusted for age.

Values are Mean±SE (Standard Error).

p-values derived from GLM (general linear model)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지역의 성인남성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 분석: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2017 자료 활용 471

것은 대상자들이 섭취한 단백질 급원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

과를 보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역학적인 상관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환자군은 지방의 섭취 및 ND도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폐 질환 및 호흡기 관련 질환을 가진 경우 식사 구성에서 3

대 영양소의 비율을 탄수화물은 적게 하면서 지방의 비율을

30-40%로 권장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열량을 채우

기 위해 정상인 보다 지방의 섭취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콜레스테롤 섭취 또한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탄수화물 제한 및 열량

보충을 위해 지방의 섭취가 권장되긴 하지만, 권장되는 지방

은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 식물성 유지이며(Choi et al.

2019),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비만, 심혈관계질환 등의 유병

률을 높일 수 있어 환자군에 올바른 지방 섭취와 관련된 교

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트륨의 섭취량 및 RNI는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두 군 모두에서 WHO 권장량의

2배 이상 해당하는 양을 섭취하고 있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 B1과 비타민 B2의 섭취량 및 RNI 수치는 선

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ang et al. 2017). 특히 비타민

B2의 경우 섭취가 증가할수록 알레르기성 비염의 발생 위험

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어(Heo & Seo 2019) 환자군

의 비타민 B2 섭취량에 대해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니아신의 경우 니아신의 섭취량과 RNI는 환자군에서 유의

하게 낮았다. 니아신의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알레르기성 비

염의 발생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Heo & Seo 2019)

와는 상반된 결과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의 섭취 식품군 비교 결과 야채의 섭취는 환자군에

서 유의하게 높았으나 환자군의 비타민 C ND와 INQ 수치

는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

화 효과를 나타내는 미량 영양소로 이의 섭취가 부족한 경

우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비타

민 C를 충분히 섭취할 경우 폐 질환의 위험도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어(Canova et al. 2012) 환자군에 질 좋은 비타민

C 섭취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육류의 섭취는 환자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환자의 경우 양

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므로, 고기, 생선, 달걀 등의 생물

가가 높은 단백질의 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돼

지고기의 경우 비타민 B1, 비타민 E 등의 미량영양소와 필

수아미노산을 공급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유해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Kim et al. 2008), 비타민 B1의 수치가 낮고 콜레스테롤 섭

취가 높은 환자군에 권장될 식품이라 생각된다.

조미료의 경우, 환자군의 섭취가 높았다. 일부 민감한 사

람의 경우 조미료의 과량 섭취가 갈증, 나른함, 심박 수 상

승 등의 증상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어(Jung & Koh 2016),

과량섭취는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최소량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식이섬유의 ND는 환자군에서 낮았다. 식이섬유 중 특히

해조류에 함유된 식이 섬유소는 정장작용 및 중금속 체외배

출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4). 따라서 미세

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해조류의 섭취가 권장되나 본 연구의

환자군과 대조군 간의 해조류 섭취량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

어 환자군에 해조류 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요약 및 결론

이전 연구(Yu et al. 2020) 결과에 의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성인 남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관련

질환(천식, 폐결핵,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만

성폐쇄성 폐 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환자군의 경우

대조군보다 과체중이며, 공복혈당 수치가 높고, 암 유병률 또

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두 군 간의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실태를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7) 자료를 바

탕으로 조사하였고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섭취 부분을 분석해보면 환자군에서 1일 에너지 섭

취량 및 NAR, RNI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환자군에서 수분 섭취량 역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

았다. 지방 섭취의 경우, 환자군에서 지방 1일 섭취량, 콜레

스테롤 섭취량, 지방 영양소 밀도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으며, 단백질의 섭취량과 RNI 또한 환자군에서 높

게 나타났다. 환자군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나트륨 1일 섭취

량이 적고 RNI 수치가 낮았으나, 두 군 모두 WHO 권장량

의 2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었다. 조미료의 경우에는 환자군

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류와 식이섬유 또한 환자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

여 적게 섭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야채의 섭취는 환자

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비타민 B1, 인, 니아신 섭취량과 비

타민 C 영양밀도가 환자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낮았다. 칼슘의 경우, 두 군 간의 차이는 없으

나 두 군에서 모두 권장량 대비 섭취량이 적었으며, 철의 영

양밀도는 환자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면적 연구로 확실한 인과관계를 명시할 순 없

으며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였으므로 식이 국민건강영양조

사가 실시된 전날의 식사가 평소의 식사를 정확하게 반영하

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식사의 질 지수에 따른 미세

먼지 관련 질환의 odds ratio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제

한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로 충분한 열량 섭취 및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수분 섭취를 비롯하여 비타민

B1, 인, 니아신 등의 미량 영양소와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

타민 C의 섭취를 강조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증

가할 질환들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한 식생활 관리 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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