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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고 세상이 하얗게 바뀌니, 제 기분도 잠시나마 동

화 같고 평안한 설렘이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2013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삼 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제 지인들 모두가 더 밝고 행복할 수 있기를 소망

하며 저도 어느 해보다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마지막 단

계에서 감사의 말씀을 적다 보니 대학원 생활도 끝자락에 왔구나. 하는 막연

한 생각에 처음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

던 그날을 떠올려봅니다. 입학 후 일과 대학원학업을 병행하며 고난도 있었지

만, 그보다 더 값진 경험을 하고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던 소중한 시

간들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를 아껴주신 분들이 가슴속에서

뭉클 떠오릅니다. 먼저 항상 넘치는 사랑으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아

버지와 어머니,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두루 다하지

못하는 이런 저임에도 한없는 마음과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고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제 친구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논문의 시작에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주제선정에

서부터 논문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너무나도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던 김희진 교수님과 보건대학원에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이명숙 교수님, 지선하 교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 논문심사과정에서 부족한 논문을 열과 성을 다해 다듬어주

시고 심사해주신 김혜랑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

정 동안 서로 위로와 도움이 되어주었던 보건대학원 동기 김정연, 류미숙, 신

원호, 유소현, 정미향, 권혜진, 김남희, 장필원, 홍은선, 양지현, 이연경 선생님

과 원우회의 이광인, 강승진, 왕진우, 차승현, 강대희, 박은희, 윤경선, 김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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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숙, 김은영, 김영옥, 이희명, 이두진, 우동훈, 신성구, 김성연 선생님을 비

롯한 모든 원우회 선생님들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고마워야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

다. 그 분들께 일일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저도 다른 사

람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당신. 당신께 이 논문을 바치며 진심으로 모

두의 건강과 행복,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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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 성인에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

사회가 점차 현대화되어감에 따라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그 중 내당능장애와 당뇨병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웰빙의 열풍으로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게 되면서 건강식품과 바른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채소, 과일은 영양적 가치로 높이 평가되며 최근 심혈관계 질환 및 만성질환

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질병을 늦추기 위해서 과일․채소 섭취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채소류를 적게 섭취하는 경우와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외국의 추

적 연구에서는 녹색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섭취의 양적인 면에서 보았고, 과일․채소

를 따로 분류한 섭취빈도 수와 사회경제적 특성요인과 건강 관련 특성요인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

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알아보고자 하며 사회경제적 특성요인과

건강 관련 특성요인을 통제한 후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면연구를 시행하였

으며 만 19세 이상 성인 5,557명 중 이 연구의 설명변수인 과일․채소 섭취와

종속변수인 공복혈당장애 구성요인에 결측값이 없는 4,611명(남성 1,824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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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78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건강 관련 특성요

인에 따른 공복혈당장애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로 나누

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고, 통제변수인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 건강 관련 특성요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하여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

당장애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베이로지스틱(Survey logistic)을 시행하

였다. 연구대상자 중 공복혈당장애 군은 남성 23.82%, 여성 15.76%로 남성에

서 분율이 더 높았으며 ‘만 65세 이상’의 연령, BMI가 높아질수록 공복혈당장

애 군의 분율이 높아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잘 진행되지 않았던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복혈당장애와 과일․

채소 섭취에 있어서 남자는 버섯, 오렌지에서 여자는 버섯, 미역, 시금치, 오렌

지, 귤, 딸기, 감, 바나나, 수박에서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변수를 보정한 후에

공복혈당의 위험요인과 예측 인자로서 남성은 버섯이 ‘거의 섭취 하지 않음’

군일 때 오즈비가 증가하였고, 미역이 ‘거의 섭취 하지 않음’ 군과 배추가 ‘매

일 섭취’ 군일 때 오즈비가 감소하였다. 여성은 사과가 ‘매일 섭취’ 군일 때 오

즈비가 감소하였고, 오렌지가 ‘거의 섭취 하지 않음’ 군과 ‘매일 섭취’ 군일 때

와 수박이 ‘매일 섭취’ 군일 때 오즈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 연구 과정에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 군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건강 관련 특성요인 때문인 내

성성의 문제와 설문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과일․채소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여 통제하고 배추와 무 같은 경우는 염장식품이 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일․채소와 염장채소, 비염장채소를 분류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과일과 채소를 좀 더 다양하게 분류하여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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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장기적인 추적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

를 통해 향후 과일․채소 섭취와 내당능장애, 당뇨병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심

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핵심어 : 과일, 채소, 공복혈당장애, 한국 성인, 성별 분석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의 발달로 경제수준, 가족형태의 변화 등

사회적인 요인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영양상태가 향상되면서 영양결핍에 따른 문제점은 감소했으나 식생활 패턴이

서구화되고 패스트푸드의 이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영양 불균형과 비만, 고

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암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다(최혜미, 2000).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은 유병률이 증가하여 2000년에 전 세계적으로 1억

7,100만 명이었던 당뇨병 환자 수가 다음 25년 이내에 두 배 이상이 되어,

2030년까지 총 3억 6,6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HO, 2010). 정

상혈당과 당뇨병의 중간 단계인 내당능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IGT)

와 공복혈당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 IFG)는 당뇨병 발생의 위험을 증

가시킨다(WHO, 2010). Shaw 등은 당뇨병전단계 환자를 11년 동안 추적 조

사한 연구결과 공복혈당장애환자에서 38%가 당뇨병으로 발전했으며, 내당능

장애 환자에서 46%가 당뇨병으로 이환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상혈당을 가

진 사람 보다 당뇨병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aw et al., 1999).

우리나라 공복혈당장애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1998년 20세 이상 남자 10.9%,

여자 19.1% 이었으며(Kim, 2005), 2001년 20세 이상 남자에서 유병률이

26.4%, 여자에서 22.6%(Kim, 20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복혈당장

애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제 2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Twigg et al., 2007). 당뇨병 환자에서 식생활과 운동은 혈당조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특히 식생활은 당뇨병의 발현과 진행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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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Yoo, 1993). 당뇨병전단계 상태에서 식습관과

운동 등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

다고 보고된 바가 있으며(Tuomilehto, 2001; Diabetes Prevention program

Research Group) 즉 이러한 적극적이고 엄격한 혈당조절은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며 발생한 합병증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생활습관 및 식생활과 건강에 관한 관심과 웰빙의 열풍으로 삶의 질 향상을

염두에 두게 되면서 채소, 과일이 영양적 가치로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한국

조리과학회지, 2007). 과일과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에너지 밀도(Energy Density)가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생리활성 물질인 피

토케미컬(Phytochemical)이 풍부하다(Ibiebere et al., 2007). 한국영양학회에서

는 채소류는 하루 5회 이상, 과일류는 하루 3회 이상 섭취하며 매일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5가지 이상 골고루 섭취하고 매끼 신선한 채소와 나물류

를 3가지 이상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Korean Nutrition Society, 2009). 그

에 따라 최근 과일․채소의 섭취량을 보면 지난 10년간 10배나 증가하였다(보

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2010). 대다수의 연구에서 과일과 채소는 항

산화물질, 섬유소, 칼륨, 마그네슘 및 피토케미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Hung et al., 2004). 또한,

Bazzano는 건강한 38-63세 여성 71,346명을 대상으로 1984년부터 2002년까지

18년 동안 추적한 연구에서는 녹색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당뇨병의 위험을 낮

추는 것으로도 보고한 바 있다(Bazzano et al., 2008). 국내 선행 연구에서는,

채소류를 적게 섭취하는 경우와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 과일류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당뇨병 위험을

낮추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정은경, 2003). 이와 같이 과

일류와 채소류는 묶어서 볼 수 있는 동질적인 식품이 아니라 따로 분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과일류와 채소류의 차이를 드러내기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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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양의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일, 채소 섭취와

만성질환 또는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시행 된 바 있으나(홍서

아, 2011) 섭취빈도 수(FFQ ; Food frequency questionnaire)가 아닌 24시간회

상법(24 hour recall)으로 분석하였고, 과일․채소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 변수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과일․채

소 섭취와 공복혈당 장애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Serdula 등의 연구에서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일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경제학적 요인들이 과일․채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erdula et al., 2004).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과일류와 채소류를 나누어 이들의 섭취와 공복혈당

장애의 관련성을 분석하되, 사회경제적 특성요인과 건강 관련 특성요인을 통

제한 후 성별에 따른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며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2010)를 분석하여 만 19세 이상

의 성인을 대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

의 관련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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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성인에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

을 비교,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공복혈당장애의 분포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 관련 특성요인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공복혈당장애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연구대상자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특성 요인을 통제하고 과일․채

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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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고찰

1. 과일과 채소의 정의

최근 우리나라는 건강에 관한 관심과 삶의 질의 향상으로 채소, 과일이 영양

적 가치로 높이 평가받게 되었다(김미정, 2007). 채소, 과일이 암, 만성질환 같

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식품의 전통적인 기능인

에너지 및 영양소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식품의 기능성에 관해 관심

이 집중되어왔다(Lampe, 2007). 채소, 과일은 수분 함량과 식이섬유가 풍부하

며 에너지 밀도가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피토케미컬(Phytochemical)이 풍부

하므로 신체의 건강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보건적 기능을 갖고 있다

(Ibiebele, 2007). 피토케미컬이 비록 영양적 가치는 비타민과 비교하면 떨어지

지만 성인병 예방효과가 항산화 비타민들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다(Surch,

2003). 피토케미컬이 성인병 예방과 관련한 역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많

은 시험관 및 동물성 실험의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 저하, 혈소판 응집

억제, 혈전 용해 증가 등에 의한 심혈관 질환 예방, 발암원의 해독화를 통한

암 예방, T-cell 증식 촉진을 통한 면역증진, 혈당조절, 항미생물, 항바이러스,

노화지연 효과 등이 조사되었다(Abdel-Hassan, 2000). 특히 이러한 효과는 색

이 진할수록, 식사의 색이 다양해질수록 건강에 좋다고 미국 국립암연구소

(National Cancer Institute, NIC)는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일과 채소의 풍부

한 식이섬유는 위장관을 자극하고 수분을 흡착하여 팽창시키고 먹은 음식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옮겨지는 속도를 느리게 하여 포만감을 지속시켜 비만예

방에도 도움이 된다(Burley, 1995).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채소, 과일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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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ichnstein, 2006). 충분한 식이섬유소의 섭취가 건강과 질병예방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역학적 연구들에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는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 2010’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채소, 과일을 1일 500g 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만 6세 이상)을 증가시킨다’는 목표가 있다(보건복지부,

2010).

2. 식생활과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공복혈당장애(Impaired fasting glucose, IFG)나 내당능장애(Impaired glucose

tolerance, IGT)가 있는 경우 향후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당뇨병전단계(Pre-diabetes)”로 분류된다(손현식, 2008).

공복혈당장애는 간에서(Hepatic)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어 그 결과 공

복 시 고혈당상태가 나타나고(Festa, 2004), 내당능장애는 근육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 식후 고혈당상태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Osei,

1997). 당뇨병환자에서 식생활과 운동이 혈당조절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며, 특히 식생활은 당뇨병의 발현과 진행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

다(Yoo, 1993). 당뇨병전단계 상태에서 식습관과 운동 등의 생활양식의 변화

를 통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Tuomilehto, 2001). Ramachandran 등은 내당능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

섭취와 운동을 통해 생활양식에 변화를 준 대상자들에서 그렇지 않은 대상자

들에 비해 당뇨병의 발생률이 낮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근 연구에서 내당능

장애 환자에게 중등도 체중 감량과 함께 식이와 운동 중재를 한 결과 제 2형

당뇨병의 상대적 위험도가 감소하였다는 보고도 있다(Ramachandra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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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 및 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 당뇨병

과일, 채소의 식이섬유소(dietary fiber), 특히 용해성 식이섬유(soluble fiber)

를 함유하는 고 섬유소식사는 정상인뿐 아니라 제 2형 당뇨병환자에서 내당능

을 호전시키고, 인슐린 농도를 감소시키며, 제 1형 당뇨병환자에게서도 혈당

개선 효과가 있음이 알려졌다. 과일의 용해성 섬유소인 헤미셀룰로스 등의 혈

당 및 지질 대사 개선 효과와 비타민C의 만성질환 예방 등의 효과가 알려지

면서 일반인에게는 과일 및 채소의 다량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Lichtnstein,

2006). 하지만 과일로부터 얻어지는 용해성 섬유소의 양은 많지 않으며, 과일

의 대표적 영양 성분인 과당에서 얻어진 포도당은 대부분 글리코겐으로 저장

되는데 심한 인슐린 결핍상태이면서 공복혈당이 140mg/dl 이상일 때에는 글

리코겐 합성이 장애를 받아 심한 혈당 상승이 초래될 수 있다(대한당뇨병학

회, 1998). 그린랜드(Greenland) 이누잇 원주민(Inuit)을 대상으로 당뇨병과 내

당능장애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신선한 과일 및 채소의 섭취가 당뇨병과 역 상

관관계에 있다고 보고 하였다(Marit, 2002). 과일과 채소에는 식이섬유를 비롯

한 카로티노이드, 엽산, 아스코르브산염과 같은 영양소와 비타민이 이 포함되

어 있어 항산화 비타민은 체내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유리기(Free radicals)의

발생을 억제해 체내에 침범된 유리기를 소멸시킴으로써 심혈관계 질환 및 만

성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Hennekens, 1986). 심혈관계 질환 및 만성질

환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과일․채소 섭취의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Lichtenstein, 2006). 과일․채소의 섭취가 증가할수록 심

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CVD) 위험이 낮았고, 유럽의 European

Prospective Investigation into Cancer and Nutrition(EPIC) study에서는 당뇨

병환자에서 채소, 과일, 콩류를 많이 먹은 그룹의 CVD 사망률이 낮았다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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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있었다(Nothling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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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2010년)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과일․채소의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성

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만 19세 이상 공복혈당장애 군이며, 설명변수는 과

일․채소 섭취이다. 그 외에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수준, 직업), 건강 관련 특성요인(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 정도, 체질량지수,

규칙적 운동)변수를 보정하였다. 각각의 변수와 공복혈당장애와 정상 군의 차

이는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과일 및 채소와 공복혈당장애

의 관련성은 서베이 로지스틱(Survey logistic)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개념적

틀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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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변수

연령, 성, 교육수준

결혼상태, 소득, 직업

건강 관련 특성요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 정도

체질량지수, 운동

Surveylogistic

설명변수

과일․채소 섭취

종속변수

남․여 공복혈당장애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검정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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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자료

이 연구는 1995년에 공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 5기 (2010년)의 원시자료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 5기 1차년도(2010) 조사는 전국 약 3,849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양로원, 군대, 교도소

등에 입소한 자와 외국인 등은 제외되었다. 제 5기(2010-2012) 표본설계에서

는 2009년 주민등록인구자료와 2008년 아파트시세자료를 표본추출 틀로 이용

하였다. 제 1기-제 4기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와 신축아파트 조사

구를 표본추출 틀로 사용하였으나 제 5기의 경우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 이

후의 조사구 및 가구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신의 추출 틀로 변경하였다.

특히 제 5기에는 제 4기에 도입된 순환표본설계방법(Rolling Survey

Sampling)을 유지하여 제 5기 3개년도 표본이 전국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확

률표본이 되고, 연도별로 유사한 특성이 있는 표본이 뽑히도록 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표본설계를 통해 추출된 표본을 조사하고 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민의 건강행태 및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조사별로 우리나라 국민에 관한 결과를 추정할 수 있도

록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제 5기(2010년)의 원시자료를 분석

하고자 하였고, 전체 8,958명 중, 만 19세 미만의 성인 2,218명과 공복혈

당>=126 이상인 성인 1,183명을 제외한 5,55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이

중 이 연구의 설명변수인 과일․채소 섭취와 종속변수인 공복혈당장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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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 결측값이 없는 총 4,611명(남성:1,824명, 여성:2,787명)을 최종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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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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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기준

정상 80 - 99 mg/dl

공복혈당장애 100 - 125 mg/dl

당뇨병 126 mg/dl 이상

3. 변수의 구분과 정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공복혈당장애이다. 당뇨병과 공복혈당장애 진단 기준

은 미국당뇨병학회(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ADA) 기준에 따라 아래

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1. 당뇨병의 진단 기준

나. 설명변수

이 연구의 설명변수는 과일․채소 각각의 섭취량이다. 제 5기(2010년)의 국

민건강영양조사 중 식품 섭취빈도 조사에서 대상자에게 과일․채소를 측정한

질문은 모두 ‘다음 각 식품 혹은 각 식품을 주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이었고 이 질문에 응답한 섭취 정도를 과일․

채소 섭취로 활용하였다. 과일․채소 종류 분류는 홍서아(2011)가 분류한 과

일․채소의 식물학적 분류기준을 참고하였고 섭취 빈도는 0. 거의 안 먹음, 1.

1년에 6-11회 2. 한 달 1회 3. 한 달 2-3회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 4.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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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5. 1주 2-3회, 6. 1주 4-6회는 ‘가끔 섭취’ 군, 7. 하루 1회, 8. 하루 2회, 9.

하루 3회는 ‘매일 섭취’ 군으로 총 3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다. 통제변수

1) 사회경제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선정하였다.

성별은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①남, ②여로 응답하였고, 연령은

“만□□□세”로 질문한 것에 답한 것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만

19-39세’, ‘만 40-64세’, ‘만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의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소득수준은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국민건강영양통계 분류방법에 사용된

OECD의 Squre root scale(Forster and Mira d'Ercole, 2005; Huisman et al.,

2005)을 적용해 월가구균등화소득을 총 가구원수로 보정한 후 사분위수로 분

류하여 이를 근거로 상, 중상, 중하, 하의 4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직업은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한 13개의 항목의 한국표준

직업분류로 대상자 직업을 조사하였으며,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

무종사자,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는 “사무직”으로 농립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는 “노동직”으로 무직은 “무

직”의 3가지 군으로 분류하였다.

2) 건강 관련 변수

건강 관련 변수로는 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 정도, 체질량지수, 규칙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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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였다. 음주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

니까?’라는 질문에 ‘술을 마셔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을 “비음주”로 있음

을 “음주”로 구분하였고, 흡연은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비해

당이라고 답한 사람은 “비흡연”으로 가끔 피움과 과거엔 피웠으나, 현재 피우

지 않음은 “과거 흡연”, 피움이라고 답한 사람은 “현재 흡연”으로 재분류하였

다.

스트레스인지 정도는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

습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스트레스를 느끼

지 않음”으로, 대단히 많이 느낀다, 많이 느끼는 편이다, 조금 느끼는 편이다

를 “스트레스를 느낌”으로 재분류 하였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하였고, 대한비만학회의 기준에 따라 BMI 25kg/㎡ 이상을 “비만”,

23-24.9kg/㎡을 “과체중”, 22.9kg/㎡ 이하를 “정상”으로 구분하였다.

운동 여부는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몸이 매우 힘들거나 숨이 가쁜 중등

도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는 질문에 전혀 하지 않음은

“안함”으로, 1일-7일까지는 “함”으로 분류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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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측정방법

종속

변수
공복혈당장애

1. 공복혈당장애

2. 정상

설명

변수

채소․과일

섭취

1. 버섯

2. 미역

3. 배추

4. 무

5. 시금치

6. 당근

7. 호박

8. 고추 0.거의 섭취하지 않음

1.가끔 섭취

2.매일 섭취1. 사과

2. 오렌지

3. 귤

4. 포도

5. 딸기

6. 감

7. 바나나

8. 참외

혼란

변수

사회경제적

요인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1. 19-39세  2. 40-64세  3. 65세 이상

1. 남   2. 여

1. 초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대졸이상

1. 상   2. 중상   3. 중하   4. 하

1. 사무직    2. 노동직   3. 무직

건강 관련

요인

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정도

체질량지수(BMI)

운동여부

1. 유    2. 무

1. 비흡연   2. 과거흡연   3. 현재흡연

1. 느끼지 않음  2. 느낌

1. 정상   2. 과체중   3. 비만

1. 유    2. 무

 

표 2.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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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이 연구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건강 관련 특성요인 변수에 따른

조사대상자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하

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복혈당장애의 각 변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

해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성별을 기준으로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을 통제한 후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에 대한 유의성을 분

석하기 위해 3개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모형에서 관련 있는 요인을 서

베이 로지스틱분석(Survey logistic Procedure)을 통해 수준별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모형1>은 기본적인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보았고,

<모형2>는 <모형1>에 사회경제적 특성요인을 추가로 통제하였다. <모형3>

은 <모형2>에 건강 관련 특성요인을 추가 통제하여 모든 변수, 즉 사회경제

적 특성요인, 건강 관련 특성요인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모형1> : 과일․채소 섭취 + 공복혈당장애

<모형2> : 과일․채소 섭취 + 공복혈당장애 +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모형3> : 과일․채소 섭취 + 공복혈당장애 +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 건강관

련 특성요인



- 19 -

이와 같은 단계별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건강 관련 특

성요인을 차례대로 적용함으로써 각 요인에 의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

장애의 관련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표본은 우리나

라 국민을 대표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여 국민의 건강행태 및 수준을 추정하

도록 설계되었다. Surveyfreq로 빈도를 파악하였고, 카이제곱 검정은 서베이

조사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Rao-Scott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 5기(2010년)의 원시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서베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

하여 분산 확대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서 조사된 자료는 SAS 9.2 version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통

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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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 일반적인 특성

종속변수인 ‘만 19세 이상’ 성인의 공복혈당장애의 비율은 19.45%로 나타났

으며, 성별로 나누어 본 남녀의 공복혈당장애의 비율은 남성 23.82%, 여성

15.7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대상자 평균연령은 남

성 49.90세, 여성 47.87세이었다. BMI 평균은 성별로 각각 남성 23.86kg/㎡, 여

성 23.22kg/㎡이었고, 허리둘레 평균은 남성 84.15cm, 여성 77.79cm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연령은 남녀 모두 ‘만 40-64세’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남성 39.92%, 여성 34.73%로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소득수준은 ‘중상’에서 남

자 32.63%, 여성 2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p=0.006). 직업에서는 남성은 ‘사무직’이 43.41%, 여성은 ‘무직(주부)’이

46.80%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음주

에서 ‘음주’ 군은 남성이 95.71%가 여성이 84.91%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01), 흡연은 남성 ‘현재 흡연’은 40.90%, 여성

‘비흡연자’ 86.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p<.0001). BMI에서는 ‘정상’ 군에서 남성 39.10%, 여성 53.75%로 높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운동 여부에서는 ‘실천 안 함’

에서 남성 54.36%, 여성 63.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이처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모든 변수에서 통계

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녀의 분포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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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N 남자 여자 p-value

mean±SD mean±SD

연령 (year) 4611 49.90(16.00) 47.87(15.51) <.0001

BMI (kg/㎡) 4611 23.86(3.03) 23.22(3.42) <.0001

허리둘레 (cm) 4611 84.15(8.58) 77.79(9.65) <.0001

N(%) N(%)

사회

경제

학적 

특성

요인

공복혈당

장애

정상 3622 1319(76.18) 2303(84.23)

공복혈당장애 989 505(23.82) 484(15.77) <.0001

연령

만19-39세 1537 557(42.44) 980(41.14)

만40-64세 2172 856(46.49) 1316(45.92)

만65이상 902 411(11.08) 491(12.91) 0.199

교육수준

초졸이하 1091 312(11.98) 779(23.75)

중졸 500 224(10.18) 276(9.68)

고졸 1539 632(39.92) 907(34.73)

대졸이상 1481 656(37.92) 825(31.84) <.0001

소득수준

상 1269 478(26.99) 791(27.45)

중상 1315 545(32.63) 770(28.15)

중하 1156 458(25.13) 698(26.56)

하 871 343(15.24) 528(17.84) 0.006

직업

사무직 1578 719(43.41) 859(34.81)

노동직 1202 683(35.86) 519(18.39)

무직 1831 422(20.73) 1409(46.80) <.0001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음주
음주군 4018 1735(95.71) 2283(84.91)

비음주군 593 89(4.29) 504(15.09) <.0001

흡연

비흡연 2831 339(19.38) 2492(86.89)

과거흡연 1011 821(39.71) 190(8.32)

현재흡연 769 664(40.90) 105(4.79) <.0001

스트레스

인지정도

느끼지 않음 691 311(13.46) 380(12.15)

느낌 3920 1513(86.54) 2407(87.85) 0.242

BMI

정상 2167 728(39.10) 1439(53.75)

과체중 1065 464(25.22) 601(21.14)

비만 1379 632(35.68) 747(25.11) <.0001

운동여부
실천함 1799 791(45.64) 1008(36.33)

실천안함 2812 1033(54.36) 1779(63.67) <.0001

표3.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성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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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소, 과일 섭취실태

과일․채소 섭취실태 중 배추는 ‘매일 섭취’ 군에서 남성은 93.59%, 여성은

92.09%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5). 무는 ‘매일 섭취’ 군

에서 남성 46.63%, ‘가끔 섭취’ 군에서 여성 41.63%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03). 시금치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은

63.37% 여성은 69.21%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 호박

은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은 68.10% 여성은 59.80%로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고추는 ‘가끔 섭취’ 군에서 남성 47.85% ‘거의 섭

취하지 않음’ 군에서 여성 50.86%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사과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 59.05% 여성 46.05%로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오렌지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

64.87% 여성 69.69%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귤은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 66.52% 여성 47.53%로 가장 높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001). 포도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 83.98%

여성 74.8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딸기는 ‘거의 섭취하

지 않음’ 군에서 남성 89.07% 여성 81.29%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감은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 85.60 여성 73.89%로 높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바나나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

성 72.61% 여성 65.79%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참외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남성 89.95% 여성 80.95%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이처럼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

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녀의 분포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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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전체

N

남자

N(%)

여자

N(%)
p-value

채

소

버

섯

거의섭취하지않음 2230 880(46.78) 1350(46.91)

가끔섭취 2122 845(47.12) 1277(46.75)

매일섭취 259 99(6.11) 160(6.34) 0.954

미

역

거의섭취하지않음 2690 1096(59.36) 1594(57.40)

가끔섭취 1832 697(38.53) 1135(40.03)

매일섭취 89 31(2.11) 58(2.57) 0.469

배

추

거의섭취하지않음 62 21(0.58) 41(1.55)

가끔섭취 274 98(5.83) 176(6.36)

매일섭취 4275 1705(93.59) 2570(92.09) 0.035

무

거의섭취하지않음 781 284(14.44) 497(17.56)

가끔섭취 1888 710(38.93) 1178(41.63)

매일섭취 1942 830(46.63) 1112(40.81) 0.003

시

금

치

거의섭취하지않음 3090 1180(63.37) 1910(69.21)

가끔섭취 1467 622(35.28) 845(29.55)

매일섭취 54 22(1.35) 32(1.23) 0.003

당

근

거의섭취하지않음 3779 1503(81.72) 2276(81.77)

가끔섭취 746 297(17.13) 449(16.19)

매일섭취 86 24(1.15) 62(2.04) 0.125

호

박

거의섭취하지않음 2891 1235(68.10) 1656(59.80)

가끔섭취 1620 561(30.33) 1059(37.64)

매일섭취 100 28(1.57) 72(2.56) <.0001

고

추

거의섭취하지않음 2138 734(39.01) 1404(50.86)

가끔섭취 2016 874(47.85) 1142(40.13)

매일섭취 457 216(13.14) 241(9.01) <.0001

표4. 연구대상자 채소 섭취실태(성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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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명 구분
전체

N

남자

N(%)

여자

N(%)
p-value

과

일

사

과

거의섭취하지않음 2284 1058(59.05) 1226(46.05)

가끔섭취 1741 610(34.19) 1131(40.41)

매일섭취 586 156(6.76) 430(13.53) <.0001

오

렌

지

거의섭취하지않음 3257 1273(64.87) 1984(69.69)

가끔섭취 1181 482(30.14) 699(26.20)

매일섭취 173 69(4.99) 104(4.11) 0.024

귤

거의섭취하지않음 2542 1231(66.52) 1311(47.53)

가끔섭취 1875 561(31.61) 1314(46.82)

매일섭취 194 32(1.87) 162(5.65) <.0001

포

도

거의섭취하지않음 3596 1543(83.98) 2053(74.88)

가끔섭취 965 271(15.24) 694(23.57)

매일섭취 50 10(0.78) 40(1.55) <.0001

딸

기

거의섭취하지않음 3927 1650(89.07) 2277(81.29)

가끔섭취 655 166(10.38) 489(17.84)

매일섭취 29 8(0.54) 21(0.87) <.0001

감

거의섭취하지않음 3550 1544(85.60) 2006(73.89)

가끔섭취 1013 270(13.93) 743(24.82)

매일섭취 48 10(0.47) 38(1.29) <.0001

바

나

나

거의섭취하지않음 3173 1342(72.61) 1831(65.79)

가끔섭취 1273 436(24.73) 837(29.66)

매일섭취 165 46(2.66) 119(4.54) <.0001

참

외

거의섭취하지않음 3913 1643(89.95) 2270(80.95)

가끔섭취 685 180(9.87) 505(18.58)

매일섭취 13 1(0.18) 12(0.47) <.0001

표4. 연구대상자 과일 섭취실태(성별 분석)(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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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 특성에 따른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요인 분석

: 이변량 분석

성인의 과일․채소 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건강 관련 특성요인과 공복

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성별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을

시행하였다.

가. 남성

남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공복혈당장애는 연령에서 ‘만 19-39세’는

10.29%, ‘만 40-64세’는 33.13%, ‘만 65세 이상’은 36.59%로 ‘만 65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37.23%, ‘중졸’ 39.00%, ‘고졸’ 19.63%, ‘대졸 이상’은 19.92%로 ‘중졸’이 가장

높았다(p<.0001). 소득수준은 ‘상’은 28.52%, ‘중상’ 21.44%, ‘중하’ 20.43%, ‘하’

26.18%로 ‘상’이 가장 높았다(p=0.047). 흡연에서는 ‘비흡연’은 22.49%, ‘과거

흡연’은 29.13%, ‘현재 흡연’은 19.30%로 ‘과거 흡연’이 가장 높았다(p=0.001).

BMI에서는 ‘정상’이 17.07%, ‘과체중’ 26.35%, ‘비만’이 29.43%로 ‘비만’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과일․채소 섭취에 중에는

버섯은 ‘거의 섭취하지 않음’은 26.94%, ‘가끔 섭취’ 21.52%, ‘매일 섭취’

17.67%로 ‘거의 섭취하지 않음’이 가장 높았으며(p=0.027) 오렌지는 ‘거의 섭취

하지 않음’ 26.74%, ‘가끔 섭취’ 18.71%, ‘매일 섭취’ 16.81%로 ‘거의 섭취하지

않음’이 가장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5). (표5)(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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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N(%)

공복혈당장애

N(%)
p-value

사회

경제

학적

특성

요인

연령

만19-39세 490(89.71) 67(10.29)

만40-64세 571(66.87) 285(33.13)

만65세이상 258(63.41) 153(36.59) <.0001

교육

수준

초졸이하 193(62.77) 119(37.23)

중졸 137(61.00) 87(39.00)

고졸 480(80.37) 152(19.63)

대졸이상 509(80.08) 147(19.92) <.0001

소득

수준

상 335(71.48) 143(28.52)

중상 410(78.56) 135(21.44)

중하 343(79.57) 115(20.43)

하 231(73.82) 112(26.18) 0.047

직업

사무직 542(76.32) 177(23.68)

노동직 481(74.04) 202(25.96)

무직 296(79.58) 126(20.42) 0.223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음주
음주군 1249(75.87) 486(24.13)

비음주군 70(80.05) 19(16.95) 0.224

흡연

비흡연 243(77.51) 96(22.49)

과거흡연 554(70.87) 267(29.13)

현재흡연 522(80.70) 142(19.30) 0.001

스트레스

인지정도

느끼지 않음 207(74.30) 104(25.70)

느낌 1112(76.47) 401(23.53) 0.485

BMI

정상 586(82.93) 142(17.07)

과체중 318(73.65) 146(26.35)

비만 415(70.57) 217(29.43) <.0001

운동

여부

실천함 599(78.20) 192(21.80)

실천안함 720(74.48) 313(25.52) 0.093

표5. 공복혈당장애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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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N(%)

공복혈당장애

N(%)
p-value

채소

버섯

거의섭취하지않음 610(73.06) 270(26.94)

가끔섭취 633(78.48) 212(21.52)

매일섭취 76(82.33) 23(17.67) 0.027

미역

거의섭취하지않음 796(76.74) 300(23.26)

가끔섭취 500(74.91) 197(25.09)

매일섭취 23(83.48) 8(16.52) 0.417

배추

거의섭취하지않음 14(66.10) 7(33.90)

가끔섭취 65(73.16) 33(26.84)

매일섭취 1240(76.43) 465(23.57) 0.595

무

거의섭취하지않음 210(79.14) 74(20.86)

가끔섭취 510(76.53) 200(23.47)

매일섭취 599(74.97) 231(25.03) 0.466

시금치

거의섭취하지않음 883(75.32) 348(24.68)

가끔섭취 413(77.87) 148(22.13)

매일섭취 23(78.13) 9(21.87) 0.619

당근

거의섭취하지않음 1081(76.06) 422(23.94)

가끔섭취 221(76.83) 76(23.17)

매일섭취 17(75.25) 7(24.75) 0.963

호박

거의섭취하지않음 889(75.77) 346(24.23)

가끔섭취 407(76.56) 154(23.44)

매일섭취 23(86.42) 5(13.58) 0.517

고추

거의섭취하지않음 541(76.25) 193(23.75)

가끔섭취 625(75.88) 249(24.12)

매일섭취 153(77.04) 63(22.96) 0.960

표6. 공복혈당장애 유무에 따른 채소, 과일 섭취 상태(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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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N(%)

공복혈당장애

N(%)
p-value

과일

사과

거의섭취하지않음 776(77.07) 282(22.93)

가끔섭취 439(75.50) 171(24.50)

매일섭취 104(71.86) 52(28.14) 0.491

오렌지

거의섭취하지않음 884(73.26) 389(26.74)

가끔섭취 378(81.29) 104(18.71)

매일섭취 57(83.19) 12(16.81) 0.005

귤

거의섭취하지않음 883(75.32) 348(24.68)

가끔섭취 413(77.87) 148(22.13)

매일섭취 23(78.13) 9(21.87) 0.619

포도

거의섭취하지않음 1116(76.43) 427(23.57)

가끔섭취 195(74.44) 76(25.56)

매일섭취 8(83.43) 2(16.57) 0.721

딸기

거의섭취하지않음 1193(76.10) 457(23.90)

가끔섭취 121(77.31) 45(22.69)

매일섭취 5(67.15) 3(32.85) 0.776

감

거의섭취하지않음 1129(76.90) 415(23.10)

가끔섭취 183(71.60) 87(28.40)

매일섭취 7(81.09) 3(18.91) 0.199

바나나

거의섭취하지않음 883(75.32) 348(24.68)

가끔섭취 413(77.87) 148(22.13)

매일섭취 23(78.13) 9(21.87) 0.619

수박

거의섭취하지않음 1068(75.17) 420(24.83)

가끔섭취 249(80.23) 84(19.77)

매일섭취 2(69.93) 1(30.07) 0.141

표6. 공복혈당장애 유무에 따른 채소, 과일 섭취 상태(남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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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의섭취하지않음

N(%)

가끔섭취

N(%)

매일섭취

N(%)
p-value

사회

경제

학적

특성

요인

연령

만19-39세 233(38.42) 286(45.60) 38(48.76)

만40-64세 388(46.20) 424(47.22) 44(43.06)

만65세이상 259(15.38) 135(7.18) 17(8.17) <.0001

교육

수준

초졸이하 211(16.42) 89(7.74) 12(10.64)

중졸 127(11.97) 88(8.93) 9(6.07)

고졸 289(39.19) 315(41.01) 28(37.23)

대졸이상 253(32.42) 353(42.33) 50(46.06) <.0001

소득

수준

상 184(22.64) 260(30.91) 34(30.01)

중상 238(30.52) 274(33.84) 33(39.51)

중하 229(26.14) 208(24.80) 21(19.93)

하 229(20.69) 103(10.44) 11(10.55) <.0001

직업

사무직 275(37.03) 390(48.73) 54(51.22)

노동직 372(40.59) 286(32.32) 25(27.03)

무직 233(22.38) 169(18.95) 20(21.75) 0.002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음주
음주군 826(95.25) 814(95.92) 95(97.74)

비음주군 54(4.75) 31(4.08) 4(2.26) 0.476

흡연

비흡연 152(16.97) 167(21.94) 20(18.18)

과거흡연 385(38.97) 384(39.52) 52(46.87)

현재흡연 343(44.06) 294(38.54) 27(34.96) 0.153

스트레스

인지정도

느끼지 않음 179(15.14) 116(12.24) 16(9.97)

느낌 701(84.86) 729(87.76) 83(90.03) 0.158

BMI

정상 389(40.98) 314(38.40) 25(30.10)

과체중 225(26.50) 209(23.71) 30(27.09)

비만 266(32.53) 322(37.89) 44(42.81) 0.202

운동

여부

실천함 353(43.27) 390(47.34) 48(50.74)

실천안함 527(56.73) 455(52.66) 51(49.26) 0.232

표7. 대상자 일반적 특성과 버섯 섭취(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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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요인에 따른 공복혈당장애 중에서 연령은 ‘만 19-39

세’는 4.45%, ‘만 40-64세’는 19.96%, ‘만 65세 이상’은 30.96%로 ‘만 65세 이

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 31.76%, ‘중졸’ 23.44%, ‘고졸’ 10.04%, ‘대졸 이상’은 7.77%로 ‘초졸

이하’가 가장 높았으며(p<.0001) 소득수준에서는 ‘상’ 10.76%, ‘중상’ 14.11%,

‘중하’ 16.19%, ‘하’는 25.50%로 ‘하’가 가장 높았다(p<.0001). 직업은 ‘사무직’

11.12%, ‘노동직’ 18.65%, ‘무직’ 18.10%로 ‘무직’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2).

건강 관련 특성요인에서는 ‘음주’ 군이 13.75%, ‘비음주’ 군이 22.17%로 ‘비

음주’ 군이 더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스트레스인지 정

도는 ‘느끼지 않음’ 22.01%, ‘느낌’ 14.91%로 ‘느낌’이 높았으며(p=0.004) BMI

에서는 ‘정상’이 8.30%, ‘과체중’ 18.47%, ‘비만’이 29.50%로 ‘비만’이 가장 높았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과일․채소 섭취에 따른 공복혈

당장애 중에서 버섯은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은 18.75% ‘가끔 섭취’ 군

13.13% ‘매일 섭취’ 군 13.28%로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이 가장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3). 미역은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은 16.87% ‘가

끔 섭취’ 군 13.66% ‘매일 섭취’ 군 24.10%로 ‘매일 섭취’ 군 이 가장 높았고

(p=0.039) 시금치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 18.42% ‘가끔 섭취’ 군 13.61%

‘매일 섭취’ 군 11.42%로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이 가장 높았다(p=0.0005). 오

렌지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 18.70% ‘가끔 섭취’ 군 15.18% ‘매일 섭취’ 군

12.90%로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이 가장 높았으며(p<.0001) 귤은 ‘거의 섭취

하지 않음’ 군 18.42% ‘가끔 섭취’ 군 13.61% ‘매일 섭취’ 군 11.42%로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이 가장 높았다(0.0005). 딸기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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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 ‘가끔 섭취’ 군 11.30% ‘매일 섭취’ 군 20.33%로 ‘매일 섭취’ 군이 가

장 높았으며(p=0.012) 감은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 14.67% ‘가끔 섭취’ 군

18.62% ‘매일 섭취’ 군 23.96%로 ‘매일 섭취’ 군이 가장 높았다(p=0.040). 바나

나는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 17.49% ‘가끔 섭취’ 군 12.29% ‘매일 섭취’ 군

13.70%로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이 가장 높았고(p=0.010) 수박은 ‘거의 섭취

하지 않음’ 군 16.75% ‘가끔 섭취’ 군 12.93% ‘매일 섭취’ 군 22.52%로 ‘매일

섭취’ 군이 가장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4). (표7)(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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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N(%)

공복혈당장애

N(%)
p-value

사회

학적

특성

요인

연령

만19-39세 931(95.55) 49(4.45)

만40-64세 1044(80.04) 272(19.96)

만65세이상 328(63.04) 163(30.96) <.0001

교육

수준

초졸이하 540(68.24) 239(31.76)

중졸 215(76.56) 61(23.44)

고졸 797(89.96) 110(10.04)

대졸이상 751(92.23) 74(7.77) <.0001

소득

수준

상 689(89.24) 102(10.76)

중상 648(85.89) 122(14.11)

중하 580(83.81) 118(16.19)

하 386(74.50) 142(25.50) <.0001

직업

사무직 748(88.88) 111(11.12)

노동직 414(81.35) 105(18.65)

무직 1141(81.90) 268(18.10) <.0001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음주
음주군 1932(86.25) 351(13.75)

비음주군 371(72.83) 133(27.17) <.0001

흡연

비흡연 2045(83.63) 447(16.37)

과거흡연 169(90.68) 21(9.32)

현재흡연 89(83.77) 16(16.23) 0.119

스트레스

인지정도

느끼지 않음 293(77.99) 87(22.01)

느낌 2010(85.09) 397(14.91) 0.004

BMI

정상 1298(91.70) 141(8.30)

과체중 482(81.53) 119(18.47)

비만 523(70.50) 224(29.50) <.0001

운동

여부

실천함 828(84.27) 180(15.73)

실천안함 1475(84.20) 304(15.80) 0.965

표8. 공복혈당장애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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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N(%)

공복혈당장애

N(%)
p-value

채소

버섯

거의섭취하지않음 1083(81.25) 267(18.75)

가끔섭취 1085(86.87) 192(13.13)

매일섭취 135(86.72) 25(13.28) 0.003

미역

거의섭취하지않음 1302(83.13) 292(16.87)

가끔섭취 957(86.34) 178(13.66)

매일섭취 44(75.90) 14(24.10) 0.039

배추

거의섭취하지않음 34(80.47) 7(19.53)

가끔섭취 144(83.36) 32(16.64)

매일섭취 2125(84.35) 445(15.65) 0.823

무

거의섭취하지않음 396(81.18) 101(18.82)

가끔섭취 983(84.89) 195(15.11)

매일섭취 924(84.87) 188(15.14) 0.236

시금치

거의섭취하지않음 1050(81.58) 261(18.42)

가끔섭취 1113(86.39) 201(13.61)

매일섭취 140(88.58) 22(11.42) 0.0005

당근

거의섭취하지않음 1865(83.62) 411(16.38)

가끔섭취 387(86.96) 62(13.04)

매일섭취 51(87.01) 11(12.99) 0.235

호박

거의섭취하지않음 1356(83.75) 300(16.25)

가끔섭취 890(85.14) 169(14.86)

매일섭취 57(81.97) 15(18.03) 0.638

고추

거의섭취하지않음 1172(85.18) 232(14.82)

가끔섭취 935(83.38) 207(16.62)

매일섭취 196(82.61) 45(17.39) 0.505

표9. 공복혈당장애 유무에 따른 채소, 과일 섭취상태(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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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

N(%)

공복혈당장애

N(%)
p-value

과일

사과

거의섭취하지않음 988(82.87) 238(17.13)

가끔섭취 944(84.82) 187(15.18)

매일섭취 371(87.10) 59(12.90) 0.165

오렌지

거의섭취하지않음 1580(81.30) 404(18.70)

가끔섭취 632(91.52) 67(8.48)

매일섭취 91(87.44) 13(12.56) <.0001

귤

거의섭취하지않음 1050(81.58) 261(18.42)

가끔섭취 1113(86.39) 201(13.61)

매일섭취 140(88.58) 22(11.42) 0.0005

포도

거의섭취하지않음 1697(84.55) 356(15.45)

가끔섭취 573(83.23) 121(16.77)

매일섭취 33(83.77) 7(16.23) 0.780

딸기

거의섭취하지않음 1860(83.29) 417(16.71)

가끔섭취 427(88.70) 62(11.30)

매일섭취 16(79.67) 5(20.33) 0.012

감

거의섭취하지않음 1676(85.33) 330(14.67)

가끔섭취 598(81.38) 145(18.62)

매일섭취 29(76.04) 9(23.96) 0.040

바나나

거의섭취하지않음 1476(82.51) 355(17.49)

가끔섭취 728(87.71) 109(12.29)

매일섭취 99(86.30) 20(13.70) 0.010

수박

거의섭취하지않음 1585(83.25) 355(16.75)

가끔섭취 694(87.07) 119(12.93)

매일섭취 24(77.48) 10(22.52) 0.044

표9. 공복혈당장애 유무에 따른 채소, 과일 섭취 상태(여성)(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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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의섭취하지않음

N(%)

가끔섭취

N(%)

매일섭취

N(%)
p-value

사회

경제

학적

특성

요인

연령

만19-39세 552(33.50) 355(56.99) 73(69.53)

만40-64세 996(49.92) 292(38.45) 28(26.51)

만65세이상 436(16.58) 52(4.56) 3(3.96) <.0001

교육

수준

초졸이하 693(30.43) 82(8.85) 4(5.55)

중졸 228(11.35) 44(6.29) 4(3.07)

고졸 584(32.37) 280(40.25) 43(39.63)

대졸이상 479(25.86) 293(44.62) 53(51.75) <.0001

소득

수준

상 506(24.40) 241(32.79) 44(45.11)

중상 510(27.39) 228(30.80) 32(24.09)

중하 511(26.68) 163(26.37) 24(25.80)

하 457(21.53) 67(10.03) 4(4.99) <.0001

직업

사무직 547(31.59) 264(42.04) 48(43.37)

노동직 427(21.89) 87(11.05) 5(5.78)

무직 1010(46.52) 348(46.90) 51(50.85) <.0001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음주
음주군 1580(82.92) 606(89.05) 97(92.24)

비음주군 404(17.08) 93(10.95) 7(7.76) 0.001

흡연

비흡연 1777(87.30) 628(86.38) 87(83.18)

과거흡연 134(8.16) 44(8.50) 12(9.93)

현재흡연 73(4.54) 27(5.12) 5(6.89) 0.860

스트레스

인지정도

느끼지 않음 280(12.62) 92(11.40) 8(8.99)

느낌 1704(87.38) 607(88.60) 96(91.01) 0.632

BMI

정상 960(50.15) 406(60.70) 73(70.38)

과체중 444(21.87) 147(20.93) 10(10.18)

비만 580(27.98) 146(18.37) 21(19.43) <.0001

운동

여부

실천함 690(34.86) 288(41.10) 30(31.03)

실천안함 1294(65.15) 411(58.90) 74(68.97) 0.035

표10. 대상자 일반적인 특성과 오렌지 섭취(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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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 분석(성별 분석)

: 다중 분석

대상자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 건강 관련 특성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설

명변수인 과일․채소 섭취와 종속변수인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의 모형을 통하여 Survey logistic Procedure를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대상자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 건강 관련 특성 요인을 단계적으로 추

가한 세 가지의 모형으로 <모형1>은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를 변수

로 하는 모형이며, <모형2>는 대상자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통제변수로 하는 모형이고, <모형3>은 <모형2>에 대상자 건

강 관련 특성 요인인 즉, 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 정도, 체질량지수, 운동 여

부를 통제변수로 이를 통제한 상태에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

련성을 본 모형이다. ‘가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과 ‘매일 

섭취’ 군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가끔 섭취’ 군을 baseline으로 정하였고 분

석결과는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였으며, 세 가지의 모

형에 독립변수들이 단계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오즈비의 차이가 성별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남성

1) 과일․채소 섭취와 성인 남성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모형1>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분석한 <모형1>에서 버섯은 ‘가

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의 오즈비가 1.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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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1.08-1.75)로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9).

2) 과일․채소 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과 성인 남성 공복혈당장애의 관

련성<모형2>

<모형1>에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2>에서 

연령의 경우 버섯은 ‘가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의 오즈비

가 1.35(95% CI=1.05-1.74)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9). 배추는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의 오즈비가 0.62(95% CI=0.39-0.98)로 낮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2). ‘만 19-39세’의 군에 비해 ‘만 40-64세’

의 오즈비가 3.10(95% CI=2.26-4.26)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0001) ‘만 65세 이상’에서 오즈비는 3.47(95% CI=2.31-5.22)로 높았고 유의

하였다(p<.0001).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군에 비해 ‘고졸’의 오즈비가 

0.68(95% CI=0.48-0.97)로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2). '대졸 이상'

의 오즈비는 0.64(95% CI=0.43-0.95)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27). 소득수준은 ‘상’보다 ‘중하’의 오즈비가 0.71(0.52-0.98)로 낮았고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4).

3) 과일․채소 섭취와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건강 관련 특성요인과 성인 남성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모형3>

<모형2>에 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 정도, 체질량지수, 운동 여부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3>에서 남성의 경우 버섯은 ‘가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

지 않음’ 군의 오즈비가 1.47(95% CI=1.13-1.90)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03). 미역은 ‘가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의 오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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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77(95% CI=0.60-1.00)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6). 배추는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의 오즈비가 0.61(95% CI=0.38-0.99)로 낮

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43). 연령은 ‘만 19-39세’의 군에 비해 ‘만 

40-64세’의 오즈비가 3.08(95% CI=2.23-4.25)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p<.0001) ‘만 65세 이상’에서 오즈비는 3.56(95% CI=2.32-5.46)로 높았고 유

의하였다(p<.0001).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 군에 비해 ‘고졸’은 0.63(95%

CI=0.44-0.91)로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13) ‘대졸 이상’은 

0.57(95% CI=0.38-0.85)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0.006). 음주는 ‘음

주’ 군에 비해 ‘비음주’ 군 오즈비가 0.42(95% CI=0.24-0.74)로 낮았고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p=0.003). 흡연은 ‘비흡연’에 비해 ‘현재 흡연’의 오즈비는 

0.60(95% CI=0.43-0.83)으로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BMI에서

는 ‘정상’에 비하여 ‘과체중’의 오즈비는 2.06(95% CI=1.55-2.75)로 높았고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고(p<.0001) ‘비만’의 오즈비는 2.69(95% CI=2.05-3.53)로 높았

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1). 운동 여부는 ‘실천 함’ 군에 비해 ‘실천  

안 함’ 군의 오즈비가 1.35(95% CI=1.07-1.70)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011).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확대인

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VIF가 

1.04703 - 3.36827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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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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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일

채

소

버

섯

거의섭취하지않음 1.38 (1.08-1.75) 0.009 1.35 (1.05-1.74) 0.019

가끔섭취 1.00 1.00

매일섭취 0.95 (0.56-1.63) 0.864 0.95 (0.55-1.66) 0.858

미

역

거의섭취하지않음 0.81 (0.64-1.02) 0.074 0.79 (0.62-1.02) 0.656

가끔섭취 1.00 1.00

매일섭취 0.78 (0.33-1.83) 0.565 0.80 (0.33-1.94) 0.627

배

추

거의섭취하지않음 1.06 (0.38-2.97) 0.917 0.84 (0.29-2.44) 0.752

가끔섭취 1.00 1.00

매일섭취 0.69 (0.44-1.07) 0.098 0.62 (0.39-0.98) 0.042

사

회

학

적

특

성

요

인

연

령

만19-39세 1.00

만40-64세 3.10 (2.26-4.26) <.0001

만65세이상 3.47 (2.31-5.22) <.0001

교

육

수

준

초졸이하 1.00

중졸 1.02 (0.70-1.47) 0.934

고졸 0.68 (0.48-0.97) 0.032

대졸이상 0.64 (0.43-0.95) 0.027

소

득

수

준

상 1.00

중상 0.81 (0.61-1.09) 0.162

중하 0.71 (0.52-0.98) 0.034

하 0.80 (0.55-1.16) 0.236

직

업

사무직 1.00

노동직 0.83 (0.62-1.12) 0.229

무직 0.92 (0.65-1.29) 0.620

표11.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남자)

OR : 오즈비, CI : 95% 신뢰구간

<모형1> : 통제하지 않음

<모형2> :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모형3> :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특성 통제

*로지스틱 회귀분석 :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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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3>

OR (95%CI) p-value

과일

채소

버섯

거의섭취하지않음 1.47 (1.13-1.90) 0.003

가끔섭취 1.00

매일섭취 0.88 (0.50-1.54) 0.646

미역

거의섭취하지않음 0.77 (0.60-1.00) 0.046

가끔섭취 1.00

매일섭취 0.97 (0.39-2.42) 0.950

배추

거의섭취하지않음 0.95 (0.32-2.79) 0.927

가끔섭취 1.00

매일섭취 0.61 (0.38-0.99) 0.043

사회

학적

특성

요인

연령

만19-39세 1.00

만40-64세 3.08 (2.23-4.25) <.0001

만65세이상 3.56 (2.32-5.46) <.0001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

중졸 0.98 (0.67-1.43) 0.901

고졸 0.63 (0.44-0.91) 0.013

대졸이상 0.57 (0.38-0.85) 0.006

소득수준

상 1.00

중상 0.85 (0.63-1.15) 0.292

중하 0.74 (0.53-1.02) 0.062

하 0.85 (0.58-1.24) 0.400

직업

사무직 1.00

노동직 0.90 (0.66-1.22) 0.485

무직 0.91 (0.64-1.29) 0.582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음주
음주군 1.00

비음주군 0.42 (0.24-0.74) 0.003

흡연

비흡연 1.00

과거흡연 0.83 (0.61-1.13) 0.226

현재흡연 0.60 (0.43-0.83) 0.002

스트레스

인지정도

느끼지 않음 1.00

느낌 0.93 (0.69-1.24) 0.606

BMI

정상 1.00

과체중 2.06 (1.55-2.75) <.0001

비만 2.69 (2.05-3.53) <.0001

운동여부
실천함 1.00

실천안함 1.35 (1.07-1.70) 0.011

표11.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남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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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성

1) 과일․채소 섭취와 성인 여성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모형1>

공복혈당장애 유무에 따른 채소, 과일 섭취상태(여성) 중 유의한 값을 나타냈

던 과일․채소(버섯, 미역, 시금치, 오렌지, 귤, 딸기, 감, 바나나, 수박)를 다중 

회기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이 중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는 과일․채소(미역,

오렌지, 수박)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분석한 <모형1>에서는 여성은 

오렌지에서 ‘가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의 오즈비가 

2.15(95% CI=1.61-2.8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수박은 '가

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의 오즈비가 2.89(95% CI=1.23-6.79)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5).

2) 과일․채소 섭취,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과 성인 여성 공복혈당장애의 관련

성<모형2>

<모형1>에서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2>에서 

여성의 오렌지는 ‘가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의 오즈비가 

1.60(95% CI=1.18-2.18)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3) '가끔 섭

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의 오즈비는 2.05(95% CI=1.04-4.04)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9). 수박은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

의 오즈비가 4.28(95% CI=1.72-10.65)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연령의 경우 ‘만 19-39세’의 군에 비해 ‘만 40-64세’의 오즈비가 4.27(95%

CI=2.96-6.16)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으며(p<.0001) ‘만 65세 이상’

에서 오즈비는 6.16(95% CI=3.93-9.66)로 높았고 매우 유의하였다(p<.000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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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준은 ‘초졸 이하’ 군에 비해 ‘고졸’ 군의 오즈비가 0.58(95% CI=0.43-0.80)

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대졸 이상’은 오즈비가 

0.61(95% CI=0.41-0.90)로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3).

3) 과일․채소 섭취,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관련 요인과 성인 여성 공복혈당

장애의 관련성 <모형3>

<모형2>에 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 정도, 체질량지수, 운동 여부를 추가로 

통제한 <모형3>에서 여성의 사과는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의 

오즈비가 0.68(95% CI=0.48-0.97)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4). 오

렌지는 ‘가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의 오즈비가 1.64(95%

CI=1.20-2.24)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2) ‘매일 섭취’ 군의 오

즈비가 2.15(95% CI=1.07-4.31)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32).

수박은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의 오즈비가 4.42(95%

CI=1.75-11.15)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2). 사회학적 특성 요인 중 

연령은 ‘만 19-39세’ 군에 비해 ‘만 40-64세’의 오즈비가 3.68(95% CI=2.52-5.32)

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만 65세 이상’ 군에서 오즈비는 

5.18(95% CI=3.25-8.26)로 낮았고 매우 유의하였다(p<.0001). 교육수준은 ‘초졸  

이하’에 비해 ‘고졸’의 오즈비가 0.68(95% CI=0.49-0.94)로 낮았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p=0.019).

건강 관련 요인 중 BMI에서는 ‘정상’에 비하여 ‘과체중’의 오즈비는 

1.66(95% CI=1.25-2.20)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0004) ‘비만’의 오

즈비는  2.73(95% CI=2.11-3.52)로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표

10).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기 위해 분산확대

인자(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모든 모형에서 VI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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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44-3.25908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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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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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채소

사과

거의섭취하지않음 1.01 (0.80-1.28) 0.908 0.98 (0.77-1.26) 0.891

가끔섭취 1.00 1.00

매일섭취 0.82 (0.58-1.14) 0.232 0.72 (0.51-1.02) 0.063

오렌지

거의섭취하지않음 2.15 (1.61-2.88) <.0001 1.60 (1.18-2.18) 0.003

가끔섭취 1.00 1.00

매일섭취 1.51 (0.79-2.90) 0.213 2.05 (1.04-4.04) 0.039

수박

거의섭취하지않음 1.07 (0.82-1.39) 0.624 0.93 (0.71-1.22) 0.597

가끔섭취 1.00 1.00

매일섭취 2.89 (1.23-6.79) 0.015 4.28 (1.72-10.65) 0.002

사회

학적

특성

요인

연령

만19-39세 1.00

만40-64세 4.27 (2.96-6.16) <.0001

만65세이상 6.16 (3.93-9.66) <.0001

교육

수준

초졸이하 1.00

중졸 0.76 (0.53-1.08) 0.124

고졸 0.58 (0.43-0.80) 0.001

대졸이상 0.61 (0.41-0.90) 0.013

소득

수준

상 1.00

중상 1.30 (0.96-1.76) 0.088

중하 1.15 (0.84-1.58) 0.379

하 1.16 (0.82-1.64) 0.417

직업

사무직 1.00

노동직 0.75 (0.54-1.05) 0.094

무직 1.02 (0.78-1.34) 0.885

표12.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여자)

OR : 오즈비, CI : 95% 신뢰구간

<모형1> : 통제하지 않음

<모형2> : 사회경제적 특성 통제

<모형3> :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특성 통제

*로지스틱 회귀분석 : 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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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3>

OR (95%CI) p-value

채소

과일

사과

거의섭취하지않음 0.99 (0.77-1.27) 0.932

가끔섭취 1.00

매일섭취 0.68 (0.48-0.97) 0.034

오렌지

거의섭취하지않음 1.64 (1.20-2.24) 0.002

가끔섭취 1.00

매일섭취 2.15 (1.07-4.31) 0.032

수박

거의섭취하지않음 0.95 (0.72-1.25) 0.708

가끔섭취 1.00

매일섭취 4.42 (1.75-11.15) 0.002

사회

학적

특성

요인

연령

만19-39세 1.00

만40-64세 3.68 (2.52-5.32) <.0001

만65세 이상 5.18 (3.25-8.26) <.0001

교육수준

초졸이하 1.00

중졸 0.76 (0.53-1.10) 0.143

고졸 0.68 (0.49-0.94) 0.019

대졸이상 0.77 (0.51-1.15) 0.198

소득수준

상 1.00

중상 1.23 (0.91-1.68) 0.182

중하 1.11 (0.80-1.52) 0.543

하 1.14 (0.80-1.63) 0.464

직업

사무직 1.00

노동직 0.83 (0.59-1.17) 0.289

무직 1.05 (0.80-1.39) 0.717

건강

관련

특성

요인

음주
음주군 1.00

비음주군 1.12 (0.87-1.44) 0.397

흡연

비흡연 1.00

과거흡연 0.77 (0.47-1.28) 0.319

현재흡연 1.01 (0.56-1.82) 0.975

스트레스

인지정도

느끼지 않음 1.00

느낌 0.92 (0.69-1.23) 0.589

BMI

정상 1.00

과체중 1.66 (1.25-2.20) 0.0004

비만 2.73 (2.11-3.52) <.0001

운동여부
실천함 1.00

실천안함 0.93 (0.74-1.16) 0.522

표12.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여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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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찰 및 결론

이 연구는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어떤 양

상을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연구로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

기(2010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단면연구이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대상자 공복혈당장애의 비율은 남성 23.82%, 여성 15.76%로 여성에 비

해 남성의 전체적인 공복혈당장애 군이 높았다. 남녀 모두에서 연령이 ‘만 65

세 이상’ 군, BMI가 ‘비만’으로 높아질수록 공복혈당장애가 높아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사회경제적 특성요인, 건강 관련 특성요인을 단계별로 통제한 후, 과

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버섯에서 ‘가

끔 섭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일 때 높았으며 미역은 ‘가끔 섭

취’ 군에 비해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일 때 낮았다. 배추는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일 때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여성은 사과에서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취’ 군에서 낮고 오렌지는 ‘가끔 섭취’ 군에 비해 ‘매일 섭

취’ 군, ‘거의 섭취하지 않음’ 군에서 낮았다. 수박은 '가끔 섭취' 군에 비해 '

매일 섭취' 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외의 과일․채소 섭취

군에서는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전 대다수의 연구에서 과일류와 채소류의 섭취는 항산화 물질, 섬유소, 칼

륨, 마그네슘 및 피토케미컬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

의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된 바 있었고(Hung et al., 2004) 우리나라의 식생활

과 당뇨병 또는 대사증후군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채소

류를 적게 섭취하는 경우와 과일류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 유병률이 높은 경

향을 보였다는 연구가 시행된 바 있었다(정은경, 2003). 본 연구에서는 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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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배추 섭취, 여성은 사과 섭취 시 공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이 낮았다. 버

섯에는 베타-글루칸 및 다당체를 함유하고 있고 glucose, galactose, xylose,

mannose, arabinose, frocose 등으로 구성된 xylogalacoglucan이 주요 생리활

성 성분으로 밝혀져 있다(Mizuno et al., 1999). 송지영 등의 연구에서 버섯에

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을 매일 500mg/kg BW(Body weight)를 경구 투여하였

을 때, 낮은 혈당치를 나타내었다(송지영 등, 2001). 사과는 껍질에 강력한 항

산화 작용을 가진 안토시아닌이란 색소가 포함되어 있다. 안토시아닌은 많은

종류가 존재하는데 이 색소는 붉은색의 껍질 부위에 특히 집중되어 있다. 지

금까지 보고된 4,000종 이상의 flavonoid 물질 중 quercetin은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양이나 섭취되는 양으로 보아 flavonoid의 대표적 물질로서 인정받고

있다. 높은 함량의 quercetin이 차, 사과, 양파에서 발견되며(Ali et al., 2000;

Picinelli et al., 1997; Price & Rhodes, 1997) 또한 사과에는 퀘르세틴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이외에 카테킨, 에피카테킨, 프로시아니딘류 관련 물질이 함유되

어 있다. 사과는 널리 소모되는 풍부한 phytochemicals의 자원이고 역학연구

는 심혈관계 질환, 천식과 당뇨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

용을 갖는 것으로 밝혀져 왔고 암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산화를 저하시키

고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밝혀져 왔다(Jeanelle et al, 2004).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기전은 이 연구에서의 사과 섭취의 긍정적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제 5기 조사는 시의성 있는 국가 통계

산출을 위하여 연중 상시조사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 체계적인 자료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과일과 야채를 따로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에 대한 변수는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변수이며,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된 자료로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측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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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통제변수인 건강 관련 특성요인 역시 자기 기입식으로 기재한 것으

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기억이나 가치에 따른 편향(bias)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인지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과 가치에 따른 개인차가 존재하며

정확한 자료가 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공복혈당장애 군과

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보다 객관적인 측정치들을 사용하였을 때 좀 더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사회경제적, 건강 관련 변수와 공복혈당

장애 군을 분석한 단면조사 연구로서 연관성이 관찰된 요인들 간의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또한, 일부의 자료인 것이기 때문에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애의 유무를 규명한다는 것은 실로 조심스러운

접근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당뇨나 공복혈당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련 행위(흡

연, 음주 등)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는, 즉 건강 관련 요인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소섭

취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 중에서 김치와 장아찌 등의 염장채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염장채소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고혈압과 심혈관

계 질환, 위암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의 식생활 평가에서 염장채소를 제외한 비전분성 비염장채소의 섭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과일과 염장채소와 비염장채소의 섭취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사회경제적 특성요인(과일․채소 섭취빈도, 연령, 교육수준, 소

득수준, 직업)과 건강 관련 특성요인(음주, 흡연, 스트레스인지 정도, 우울증상,

BMI, 운동 여부)에서 공복혈당장애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 관련 특성요인 이외의 공복혈당장애 군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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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인들이 배재된 채로 연구를 시행하였으므로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부

족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로 볼 때, 인종, 지역, 가족력, 식생활 관련

요인 등이 공복혈당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가족력, 식생활

관련요인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정체적인 설명력

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그동안 잘 진행되지 않았던 과일․채소 섭취와 공

복혈당장애와의 관련성을 보고자 하였고 과일․채소 섭취의 양이 아닌 섭취빈

도 조사표(FFQ ; Food frequency questionnaire)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

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가중치를 가지는 복잡한 설계에 적합한 분석방법인

Survey logistic Procedure를 이용하여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고 또한, 가

장 최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5기 1차년도의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

로 나누어서 과일․채소 섭취빈도와 공복혈당장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던 점

과 분석함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 건강 관련 특성 요인을 단계적으

로 추가 통제하는 방법으로 시도한 연구로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혈당장

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과정에서 과일․채소 섭취와 공복

혈당장애 군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

후 건강 관련 특성요인 때문인 내성성의 문제와 설문의 정확성을 보완하고,

과일․채소 섭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고 통제한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배추와 무 같은 경우는 염장식품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과일․채소와 염장채소, 비염장채소를 분류한 연구가 필요하며 과

일과 채소를 좀 더 다양하게 분류하여 인과관계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장기적인 추적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과일․채소 섭취

와 내당능장애와 당뇨병의 관계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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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of Korean Adult's Intake of Fruits & Vegetables and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Using the initial data of 5th National Nutrition Survey in 2010-

Kang, Joo Hee

Gran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eejin Kimm, M.D., M.P.H., Ph.D.

As the result of more modernized society, chronic diseases like the

hypertension, the diabetes mellitus, the obesity, and the hyperlipidemia are

increased. Among them, the prevalence rates of impaired glucose tolerance

and the diabetes mellitus called as the lifestyle diseases are gradually

increased. As Koreans care about improving the life quality in the

wellbeing trend concerning the health, the interest in dietary supplements

and good foods are also increased. The nutritional values of vegetables and

fruits are highly evaluated and recently, the importance of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are emphasized in order to reduce the risk developing the

CVD(cardiovascular disease) and chronic diseases as well as other

diseases. In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it was foun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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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intake of vegetables and much intake of fruits were related to high

prevalence rate of impaired fasting glucose. According to abroad follow-up

studies, it was reported that the intake of green vegetables and fruits

reduced the risk of diabetes mellitus. However previous stu야es focused on

only the quantitative aspect of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but couldn't

investigate about the intake frequency of fruits and vegetables respectively,

the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relevant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depending on male and female

gender respectively, and the relation of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with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after controlling the influences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relevant facto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cross-sectional study with the

data of 5th National Nutrition Survey(2010). And among the 5,557 adults

over 19 years old responded the survey, this study selected the 4,611

subjects(male: 1,824, female: 2,787) with no value unknown at present

against the explanatory variable of eating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dependent variable of impaired fasting glucose. To identify whether the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relevant factors generates any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difference of impaired fasting glucose, the data was

divided by the gender and conducted the Chi-square test. The both control

variables of socioeconomic factors and health-relevant factors were

controlled in stage.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intake of fruits and

vegetables and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was analyzed in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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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Logistic.

For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difference by gender, the men's fraction

was higher than that of female, showing that 23.82% of men, and 15.76%

of women were fallen into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group. But as the

men and the women over 65 years old and their BMI was higher, their

fraction of impaired fasting glucose group was higher.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meaning of relation between the intake of

fruits & vegetables and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which had rarely

dealt.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was related to different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depending

on the genders. That is, for the men, the mushroom and the orange were

significantly relevant to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For the women, the

mushroom, the sea mustard, the spinach, the orange, the mandarin, the

persimmon, the banana and the water melon were related to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Meanwhile, after adjusting the variables, the men's odds

ratio was increased in the group of 'rarely eating the mushroom' as a risk

factor and an prediction agent. But their odds ratios were decreased in the

groups of 'rarely eating the sea mustard' and the group of 'everyday

eating the Chinese cabbage'. For the women, the group of 'everyday

eating applies' decreased their odds ratio, but their odds ratios were

increased in the groups of 'rarely eating oranges', 'everyday eating

oranges' and 'everyday eating watermelon'. And these data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intake of fruits & vegetabl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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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ired fasting glucose. Future studies should not only complement

the accuracy of questionnaires and the problem of tolerance caused from

the health-relevant feature factors, but also know and control other

influential factors. Also there will need additional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ruits, the salted vegetables, not-salted

vegetables and the impaired fasting glucose. Further long-term followed

in-depth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of eating fruits & vegetables with

the impaired glucose tolerance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and diabetes

mellitus will be need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