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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ruit consump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ruit intake and the Korean
Healthy Eating Index (KHEI) in Korean adults. Data was collected from 5,703 adults aged 19 and above based on
the 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fruit-consuming and non-fruit-consuming groups. The fruit intake rat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P<0.001), education (P<0.01), household income (P<0.001), and age (P<0.001). Most of the consumption was by
eating the fruit directly rather than cooking it an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fruit consumed was in the form of
processed food or fresh fruit (as a general food) (43.1%). Approximately 49.8% of participants ate fruit as a snack.
The average KHEI score was 62.51 points out of 100 and the score of the fruit-consuming group (65.21 poi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n-fruit-consuming group (55.41 points) (P<0.001).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fruit-consuming group was significantly better placed in food intake and balance
of energy intake than non-fruit-consuming group. Thus, it is imperative to eat fruit to elevate the KHEI score.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fruit consumption keeping in mind the proper cooking metho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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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루에 과일과 채소를 각각 200 g 이상 섭취 시 뇌졸중 위험이
32% 감소한다고 하였다. Bae 등(2020)은 과일 종류별 섭취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와 대사적 지표와의 관련성 연구에서 사과 섭취가 남성의

의 20년간 변화(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고혈압, 여성의 고혈당, 고지혈증 발생 위험을 낮춘다고 하

Agency, 2021a)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우리나라 성인의

였으며, Wang 등(2016)은 베리류의 섭취가 제 2형 당뇨의

월간 폭음률은 증가하고 유산소 신체 활동 비율은 지속적으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외의 건강

로 감소하였으며, 당류･음료류 및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관련 연구(Wallace 등, 2020)에서도 과일 섭취를 높일 것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선행연구에서

제안하였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의 만성질환 발

우리나라의 과일 섭취량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요

생의 원인으로 보고되었으며(Kim 등, 2020; Lee와 Kim,

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Kwon

2020), 예방을 위한 개인의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의 개선이

등, 2009)에서 30대 이상의 성인은 가구소득과 교육수준이

요구되었다. 만성질환 발생과 관련하여 Hu 등(2014)은 하

높아질수록 섭취량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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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라 남자보다
여자의 섭취량이 높으며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섭취비
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Kim
과 Ju, 2020)에서는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과일 섭취
량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Kwon 등, 2009)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나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차이가 없으며 연령
이 증가할수록 과일 섭취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과일의 섭
취량이 이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과일 소비량은 66.7 kg으로 전 세계 연간
1인당 소비량 75 kg보다 낮아(Park 등, 2016) 실제 과일
섭취량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며 과일 섭취를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수립이 요구되었다.

Fig. 1. Flow of participants selection.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식생활 평가와 관련
하여 식생활평가지수를 이용하여 국민의 식생활 질의 수준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을 모니터링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근거자료로
이용하고 있다(Looman 등, 2017). 한국의 식생활평가지수

대상 및 방법

(KHEI, Korean Healthy Eating Index)는 Yook 등(2015)
에 의해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의

연구 대상

식생활 지침과 201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등의 준수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

여부를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식생활평가지수가 높을수

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교의 생명윤

록 질병 예방과 식생활 개선에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

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JBNU 2021-

로 보고되었다(Hu 등, 2020). Shin과 Lee(2020)의 한국 성

04-013).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자는 총 7,992

인의 식생활평가지수와 대사증후군 발생의 연관성 연구에

명이었으며 연구대상은 개인별 24시간 섭취조사에 참여한

따르면 식생활평가지수 총 평균 점수가 84.47점인 그룹의

만 19세 이상, 식품섭취 건수가 1건 이상인 5,703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복부비만 발생이 유의적으로 낮으며, 특히

하였다(Fig. 1). 과일류 섭취자와 과일류를 제외한 식물성

남성은 혈압 발생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품 섭취자 실태 비교를 위해 5,703명이 섭취한 360,222

Panizza 등(2018)의 식생활평가지수 예측 타당성 코호트 연

건의 식품 섭취 정보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 및 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식생활평
가지수와의 관련성에서 남성은 식생활평가점수가 74.1~98.7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점, 여성은 78.1~99.8점인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은 성별, 만 나이, 가구 소득 사분

으로 보고되었다. 지금까지의 식생활평가지수 관련 우리나

위, 동/읍/면 구분, 교육수준 재분류 코드, 직업 재분류 및

라의 연구는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식품

실업/비경제 활동 상태 코드 변수를 이용하였다. 만 나이는

불안정성과 식생활평가지수로 평가한 식사 질과의 연관성

만 19~29세, 만 30~49세, 만 50~64세, 만 65세 이상의

(Kang, 2020),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네 집단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직업 재분류 및 실업/비경제활

식생활평가지수와 추정 심혈관 연령의 연관성 연구(Park

동상태 코드는 직업 유무로 재분류하여 이용하였다.

등, 2020)가 있다. 외국의 연구는 식생활평가지수와 심혈관
계 질환 및 사망률의 관련성(Hu 등, 2020), 대사증후군과 관

과일류 종류의 조리법

련성(Lafreniere 등, 2019), 식사질의 관련성(Grech 등,

과일류의 종류는 ‘3차 식품코드명’을 이용하여 분류하였

2017), 영양 및 에너지 밀도의 관련성(Peltner와 Thiele,

고 빈도수가 100개 이하인 과일은 기타로 재분류하였다. 과

2017) 등의 다양한 연구가 있다.

일 종류 섭취별 일반특성, 식사시기, 식사유형 분석은 식사

과일 섭취 관련 연구는 주로 과일 섭취와 질병 발생과의

섭취빈도조사에서 대상이 되는 과일 중 토마토를 제외한 12

관련성 연구(Bae 등, 2020; Lee 등, 2018; Oh 등, 2016)가

종의 과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12종의 과일의 선정은

수행되었으며 개인의 과일 섭취에 영향을 주는 조리법, 섭취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빈도조사의 과일 항목과 Bae 등

유형 등에 따른 섭취실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2020), Lee 등(2014) 연구의 다빈도 과일을 참고하여 12

본 연구는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4시간 식품섭취 조

종류(딸기, 참외, 수박, 복숭아, 포도, 사과, 배, 감, 귤, 바나

사 자료를 이용하여 조리법, 식사유형, 식사시기 등에 따라

나, 오렌지, 키위)를 선정하였다. 과일류 조리법은 원시자료

성인의 과일류 섭취실태를 분석하고, 과일 섭취 유무와 식생

음식코드를 이용하였다. 29개 조리법 항목 중 23개 조리법

활평가지수를 비교하여 과일류 섭취 증대 및 교육 자료 개발

을 이용하였으며, 이 중 과일별 조리법 분포를 고려하여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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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빵 및 과자류, 면 및 만두류, 죽･국･찌개류(죽 및 스프류,

최대점 10점, 5점을 부여하고 15퍼센타일 미만이거나 85퍼

국 및 탕류, 찌개 및 전골류 병합), 찜･구이･부침류(찜류, 구

센타일 초과인 경우는 최소점 0점을 부여하였다(Yun과 Oh,

이, 부침류 병합), 볶음･조림･튀김류(볶음류, 조림류, 튀김류

2019).

병합), 숙채･샐러드･김치류(나물･숙채류, 생채･무침류, 김
치류 병합), 장아찌 및 양념류(장아찌･절임류, 장･양념류 병

통계 분석

합), 식물성 식품 자체를 이용한 경우(과일류, 곡류 및 서류,

통계 분석은 SPSS 26.0(IBM Co., New York, NY, USA)

두류, 견과 및 종실류, 채소류 병합), 유제품 및 빙과류, 음료

을 이용하여 건강 설문･검진･영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를

및 차류, 나머지는 기타로 묶었다. 과일류 조리법 이용이 ‘0

반영한 복합표본설계(층화변수: kstrata, 집락변수: psu, 가

건’인 젓갈류, 주류, 당류, 유지류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중치: wt_tot) 분석을 하였다. 각 변수는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Rao-Scott chi-square

식사시기와 식사유형

test로 검정하였다. 과일 섭취 실태 및 종류에 따른 섭취 실

식사시기와 식사유형은 원시자료의 끼니 구분, 매식 여부

태 차이는 복합표본 빈도분석을 하였고, 과일류 섭취 유무에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식사시기는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

따른 식생활평가지수 분석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적인 차

로 구분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도 영양조사 지침

이를 보였던 성별, 연령, 가구 소득, 교육수준을 보정하여

서(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복합표본 ANCOVA로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값은 P<0.05

2021b)에 의하면 식사유형 변수는 식사 장소와는 다른 의미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로 식사의 전반적으로 구성된 음식이 어디에서 조리되었는
지에 따라서 ‘가정식’, ‘음식업소 음식’, ‘일반식품’, ‘단체급

결과 및 고찰

식’, ‘편의식품’으로 구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구
분으로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과일 섭취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

식생활평가지수

1과 같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조사 참여자 중 식품

조사대상자의 과일 섭취 유무에 따른 일반적 특성은 Table
식생활평가지수는 질병 예방을 위한 국민의 식생활 수준

섭취 건수가 1건 이상, 만 19세 이상은 5,703명이었다. 이

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Yook 등, 2015) 전

중 과일류를 1회 이상 섭취한 대상자는 3,796명(65.0%)이

반적인 식생활 및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이다(Yun과

었으며, 미섭취자는 1,907명(35.0%)이었다. ‘남성’의 과일

Oh, 2019).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전체적인 식생활 및

섭취군은 46.3%, 과일 미섭취군은 56.6%, ‘여성’의 과일 섭

식사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Grech 등, 2017). 구성항목은

취군은 53.7%, 과일 미섭취군은 43.4%로 성별에 따라 유의

총 14항목으로 섭취를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연령대별로 ‘19~29세’의 과

8항목(아침식사 여부, 잡곡 섭취, 총 과일 섭취, 생과일 섭취,

일 섭취군은 14.4%, 과일 미섭취군은 23.9%, ‘50~64세’의

총 채소 섭취, 김치･장아찌를 제외한 채소 섭취, 고기･생선･

과일 섭취군은 29.8%, 과일 미섭취군은 21.3%로 나타나 연

달걀･콩류 섭취, 우유 및 유제품 섭취)과 ‘절제영역’ 3항목

령이 높아질수록 과일의 섭취율이 높아지고 있어 연령대에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 나트륨 섭취, 당류･음료류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가구소득 수준 ‘하’

에너지 섭취 비율), ‘에너지 섭취 균형 영역’ 3항목(탄수화물

의 과일 섭취군은 13.8%, 과일 미섭취군 19.0%, ‘상’의 과일

에너지 섭취 비율,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 에너지 적정 섭

섭취군은 33.2%, 과일 미섭취군은 28.5%로 소득이 높아질

취)으로 총점은 100점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권고하는 식

수록 과일의 섭취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의 영역별 점수기준은 2015년 한국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의 과일섭취군은 13.1%, 과

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는 각 식품군별 1일 권장섭취

일 미섭취군은 14.8%, ‘대학졸업’의 과일 섭취군은 44.6%,

횟수를 최대점의 기준으로 하고 섭취량이 0인 경우를 최소

과일 미섭취군은 37.7%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과일의 섭

점 기준으로 하였다. 단, 아침식사, 잡곡 섭취, 생과일 섭취,

취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1), 지역과 직업 유무에

김치･장아찌류를 제외한 채소와 같이 권장 기준이 설정되지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과일의 섭취는 여성이 남성보

않은 항목의 경우 별도의 최대점 기준을 설정하였다. ‘절제

다 높았는데 이는 Kim과 Seo(2014)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

영역’은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과 반대로 2015

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 연구자는 여성이 남성

년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권장기준 이하를 최대점으로 최

보다 과일을 포함한 채식을 선호하며, 특히 여성은 과일 섭

소점 기준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19세 이상 성인의 섭

취 행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일 섭취 태도에

취분포 및 국제 권고기준 등을 활용하여 설정하였다. ‘에너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지 중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Bae 등(2020)의 연구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과일 섭취율

은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에너지 적정 비율에 따라 지방의

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50~64세 연령대의 과일 섭취량이

경우 15~25%, 탄수화물은 55~70%로 섭취하면 각 항목의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였다. Lee 등(201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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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nd fruit consumption

Gender

Male
Female

2,442 (49.9)
3,261 (50.1)

Fruit consumption
Yes
No
1,490 (46.3)1)
952 (56.6)
2,306 (53.7)
955 (43.4)

Age (yr)

19～29
30～49
50～64
65≤

682 (17.7)
1,912 (37.3)
1,617 (26.8)
1,492 (18.2)

359 (14.4)
1,276 (37.3)
1,183 (29.8)
978 (18.5)

323 (23.9)
636 (37.4)
434 (21.3)
514 (17.5)

21.558***

Low
Middle-low
Middle-high
High
No response

1,122 (15.6)
1,378 (24.0)
1,523 (28.9)
1,668 (31.6)
12 (－)

641 (13.8)
883 (23.2)
1,072 (29.8)
1,194 (33.2)
6 (－)

481 (19.0)
495 (25.3)
451 (27.2)
474 (28.5)
6 (－)

6.808***

Urban
Rural

4,657 (87.8)
1,046 (12.2)

3,127 (87.8)
669 (12.2)

1,530 (87.7)
377 (12.3)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No response

1,053 (13.7)
522 (8.0)
1,707 (36.1)
1,956 (42.2)
465 (－)

662 (13.1)
350 (8.2)
1,107 (34.1)
1,390 (44.6)
287 (－)

391 (14.8)
172 (7.7)
600 (39.9)
566 (37.7)
178 (－)

Yes
No
No response

3,193 (64.3)
2,037 (35.7)
473 (－)

2,108 (63.2)
1,396 (36.8)
292 (－)

1,085 (66.4)
641 (33.6)
181 (－)

3,796 (65.0)

1,907 (35.0)

Variables

Household
income

Region

Education
level

Job
status

N (%)

Total
5,703 (100.0)
N (weighted valid%). The frequencies are based on foods.
2)
P-value by Rao-Scott χ2-test of independence.
*
P<0.05, **P<0.01, ***P<0.001.

2
2)
χ -value
***

45.366

0.005

6.416**

3.385

1)

과일 소비행태 분석연구에 의하면 소득별 과일 소비지출은

과일류 섭취 실태

가구당 소득이 월 평균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월 평균

조리법에 따른 과일류 섭취 실태: 조리법에 따른 과일류와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계층보다 2.7배 수준이었다. Lee와

과일을 제외한 식물성 식품의 섭취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Shin(2015)의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Table 2와 같다. 과일류 섭취방법은 과일의 특성상 ‘식물성

과일 섭취 비교에서도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일

식품 자체(55.4%)’로 직접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섭취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

다음은 ‘숙채･샐러드･김치류(18.3%)’, ‘찜･구이･부침류(7.3

하였다.

%)’, ‘음료 및 차류(5.1%)’, ‘볶음･조림･튀김류(4%)’ 순이었

Table 2. Differences in cooking methods between fruit and other plant foods
Cooking method
Vegetables, fruit or itself
Braised dishes/ salad/ kimchi
Steamed or grilled & Korean pancakes
Beverages & tea
Stir fried & dishes braised in sauce & fried dishes
Bread & snack
Porridge & Korean soups & stews
Milk products & ices
Rices
Noodles & dumplings
Pickles & seasoning
Etc.
1)

Fruit
5,225 (55.4)
1,678 (18.3)
576 (7.3)
467 (5.1)
295 (4.0)
150 (1.9)
161 (1.8)
160 (1.6)
111 (1.4)
109 (1.4)
116 (1.3)
30 (0.4)

Food group
Other plant foods
1)

5,744 (1.6)
77,983 (21.4)
24,802 (7.4)
10,810 (3.1)
72,126 (21.5)
5,143 (1.6)
65,954 (18.9)
434 (0.1)
49,309 (14.1)
21,258 (6.7)
12,334 (3.5)
309 (0.1)

Total
9,078 (100.0)
346,206 (100.0)
N (weighted valid%). The frequencies are based on foods and can be duplicated for an individual.

Total
10,969 (2.9)
79,661 (21.4)
25,378 (7.4)
11,277 (3.1)
72,421 (21.1)
5,293 (1.6)
66,115 (18.5)
594 (0.2)
49,420 (13.8)
21,367 (6.6)
12,450 (3.5)
339 (0.1)
355,28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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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일은 대부분 간식이나 보조식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과일류 종류별 섭취 실태 비교

‘식물성 식품 자체’ 섭취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Park

과일류 종류별 섭취 실태: 과일 종류에 따른 섭취 현황은

등, 2016). Kim과 Kim(2018)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자들

Table 4와 같다. 섭취빈도가 높은 과일은 사과(1,971건), 귤

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은 생과일류로 과일 자체를 섭취하는

(850건), 배(691건), 바나나(678건), 감(619건), 키위(568

방법이었다. ‘숙채･샐러드･김치류’는 과일 샐러드 또는 겉절

건), 복숭아(527건) 순이었다. 기타에는 자몽, 리치, 망고, 석

이 등에 과일을 첨가하기 때문이며, ‘찜･구이･부침류’ 및 ‘볶

류, 아보카도, 파파야 등의 수입 과일과 빈도가 낮은 꾸지뽕,

음･조림･튀김류’는 고기의 연육작용을 위하여 사과, 키위,

아로니아, 앵두, 오디 등이 포함되었다. Lee 등(2014)의 과

배 등의 과일을 활용(Han 등, 2018)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

일 소비행태 연구에 의하면 국내 과일류 거래량 중 수입 과일

과이다. ‘음료 및 차류’의 섭취가 높은 것은 최근 과일주스,

비율이 20%까지 상회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100

해독주스 등의 소비 증가(Hwang 등, 2019)가 영향을 준 것으

건 이하로 낮게 나타나 거래량은 증가했을 수 있겠으나 실제

로 보인다. Hwang 등(2019)은 오렌지, 감귤, 사과, 포도,

소비까지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섭취빈도가

자몽, 망고, 매실 등의 과일을 주로 시판 과일주스 재료로

높았던 사과는 ‘식물성 식품 자체(57.5%)’, ‘숙채･샐러드･김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주스 형태가 향후 과일 섭

치류(18.3%)’, ‘찜･구이･부침류(9.1%)’, ‘음료 및 차류(5.5

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 이상의 결과, 과일류를

%)’의 순 등으로 섭취 되고 있으며, ‘죽･국･찌개류’, ‘유제품

이용한 조리법이 다양하지 않으며 ‘과일 자체 섭취’와 ‘샐러

및 빙과류’를 제외한 다양한 조리법으로 섭취되고 있었다. 귤

드류’ 이외는 대부분 부재료로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일

은 ‘식물성 식품 자체(93.7%)’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숙

부 과일의 알레르기 발생 또는 신맛에 대한 거부감 등이 과

채･샐러드･김치류(4.4%)’, ‘음료 및 차류(1.4%)’ 순이며, 나

일의 섭취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가공기술을 이용한 문제점

머지는 1% 미만의 낮은 섭취율을 보였다. 배는 ‘찜･구이･부

해결과 과일 조리법 개발이 필요하겠다.

침류(38.9%)’, ‘식물성 식품 자체(25.6%)’, ‘숙채･샐러드･김

식사 유형별 과일류 섭취 실태: Table 3은 식사 유형별

치류(15.8%)’ 순이었다. 바나나는 ‘식물성 식품 자체(67.6

과일 섭취군과 과일을 제외한 식물성 식품군 간의 비교 결과

%)’, ‘음료 및 차류(16.7%)’, ‘숙채･샐러드･김치류(9.3%)’,

이다. 과일 섭취군의 식사유형은 ‘일반식품(43.1%)’, ‘음식

‘유제품 및 빙과류(4.2%)’, ‘죽･국･찌개류(2.1%)’, ‘빵 및 과

업소 음식(27.1%)’, ‘가정식(19.7%)’, ‘단체급식(5.4%)’, ‘편

자류(0.1%)’ 순이었다. 감은 ‘식물성 식품 자체(85.1%)’, ‘숙

의식품(4.7%)’ 순이었다. 과일을 제외한 식물성 식품군은

채･샐러드･김치류(7.0%)’, ‘찜･구이･부침류(6.5%)’, ‘음료

‘가정식(46.3%)’, ‘음식업소 음식(37.4%)’, ‘단체급식(9.6

및 차류(1.1%)’, ‘장아찌 및 양념류(0.2%)’, ‘유제품 및 빙과

%)’, ‘편의식품(3.9%)’, ‘일반식품(2.8%)’ 순이었다. 과일 섭

류(0.1%)’ 순이었다. 키위는 ‘볶음･조림･튀김류(40.0%)’,

취군에서 ‘일반식품’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과일 자체 섭취 때

‘숙채･샐러드･김치류(32.2%)’, ‘찜･구이･부침류(17.4%)’, ‘식

문이며, ‘음식업소 음식’은 각종 샐러드, 주스, 피자, 및 육류

물성 식품 자체(9.1%)’, ‘음료 및 차류(1.4%)’ 순이었다. 복

의 연육작용과 후식으로 과일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숭아는 ‘식물성 식품 자체(58.6%)’, ‘숙채･샐러드･김치류

‘가정식’은 가정에서 직접 과일주스를 제조하거나 육류 조리

(40.2%)’, ‘음료 및 차류(0.5%)’, ‘면 및 만두류’, ‘찜･구이･부

및 김치를 담글 때 과일을 이용하며, ‘단체급식’은 샐러드

침류’에 각각 0.4%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 귤과 참외는

또는 후식의 형태로 과일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일

각각 ‘식물성 식품 자체’가 93.7%, 93.9%로 섭취되는 비율

섭취는 평소 과일 먹는 습관이 영향을 미치고(Kim과 Seo,

이 가장 높았다. 배는 ‘식물성 식품 자체(25.6%)’ 섭취보다

2014), 과일 섭취 경험이 섭취빈도, 선호도 및 재섭취 의사

‘찜･구이･부침류(38.9%)’ 형태의 섭취가 높았다. 배는 키위,

에도 영향을 준다(Min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파인애플과 함께 고기의 연육작용(Bai와 Roh, 2000)에 이

Affairs, 2021). 따라서 과일 섭취 관련 영양교육을 통해 식

용되어 불고기, 떡갈비, 갈비찜, 갈비구이 등의 찜･구이요리

생활 관리자의 과일 구매를 높이고 가정에서도 쉽게 이용할

에 이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바나나는 현대인의 아침 대용

수 있는 조리법 개발을 통해 과일 섭취를 높여야 하겠다.

으로 과일 자체로 섭취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과일 주스 형

Table 3. Differences in meal types between fruit and other plant foods
Meal type
General food
Commercial foodservice meal
Home meal
Institutional foodservice meal
Convenience food
1)

Food group
Fruit

Other plant foods

4,084 (43.1)1)
2,376 (27.1)
1,783 (19.7)
440 (5.4)
395 (4.7)

9,953 (2.8)
122,252 (37.4)
173,659 (46.3)
32,820 (9.6)
12,460 (3.9)

Total
9,078 (100.0)
351,144 (100.0)
N (weighted valid%). The frequencies are based on foods and can be duplicated for an individual.

Total
14,037 (3.8)
124,628 (37.1)
175,442 (45.7)
33,260 (9.5)
12,855 (3.9)
360,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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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감은 주로 ‘식물성 식

과일 종류별 섭취 빈도는 도시가 농촌보다 높았다. 교육수준

품 자체(85.1%)’로 섭취되는 것으로 보아 단감, 홍시처럼

에 따른 과일 종류별 섭취 비율은 ‘대졸(47.2%)’, ‘고졸(33.3

조리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섭취가 된 것으로 생각된

%)’, ‘초졸(11.5%)’, ‘중졸(8.0%)’ 순이었다. 직업 유무에 따

다. 키위는 ‘식물성 식품 자체(9.1%)’의 섭취는 매우 낮고

른 과일 종류별 섭취빈도는 ‘예(64.2%)’, ‘아니오(35.8%)’ 순

‘볶음･조림･튀김류’, ‘숙채･샐러드･김치류’ 두 형태를 합해

으로 직장이 있는 경우 섭취율이 높았다. 감(57.5%; 42.5%),

72.2%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키위는 신맛이 강하고 다량

귤(56.6%; 43.4%), 오렌지(58.5%; 41.5%)는 직장 유무에

섭취 시 아린맛이 있으며 식품알레르기 발생 가능성(Lee

따라 섭취율이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딸기, 바나나, 배, 복숭

등, 2013) 때문에 키위 자체 섭취보다 조리 이용이 높은 것

아, 사과, 수박, 참외, 키위, 포도는 직장이 있는 경우 60.5~

으로 생각된다. 복숭아는 2017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71.8%로 섭취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소득과 과일 종류별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7)에 의하면 품

섭취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의 다양화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져 소비가 증가하고

식사시기와 식사유형에 따른 과일 종류별 섭취 실태:

있다고 보고된 점을 볼 때, 일반식품 형태의 소비가 증가한

Table 6은 식사시기와 식사유형에 따른 과일 종류별 섭취

것으로 판단된다. Seo와 Jang(2007)의 초등학교 급식에서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과일 섭취는 ‘간식(49.8%)’, ‘점심

의 과실류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생과일과 샐러드의 선호도

(20.5%)’, ‘저녁(17.2%)’, ‘아침(12.5%)’ 순이었다. 배와 키

가 높았으며, 과일 샐러드를 싫어하는 이유는 마요네즈 소스

위를 제외한 10종의 과일은 ‘식물성 식품 자체’로 섭취하는

의 느끼함 때문으로 조사되어 기호도에 맞는 다양한 소스

경우가 많아 간식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im 등(2003)의 과일을 이용

배는 ‘저녁(36.3%)’, ‘점심(30.6%)’, ‘간식(23.9%)’, ‘아침

한 드레싱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과일 드레싱은 마요네즈 드레

(9.2%)’, 키위는 ‘점심(43.4%)’, ‘저녁(40.7%)’, ‘간식(8.8

싱보다 건강하고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다는 인식이 높다고

%)’, ‘아침(7.1%)’ 순으로 과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

보고되었다. 따라서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과일 드레싱

다. Hong 등(2019)의 2013~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자

개발을 통하여 성인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서 학생들의 과

료 이용 연구에서 아침식사 다빈도 음식 중 과일류는 사과이

일소비 촉진이 필요하겠다.

며 사과 자체로 섭취하고 있었다. 바나나는 주로 아침에 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과일의 종류별 섭

취율이 높았으나 배와 키위는 ‘식물성 식품 자체’로 섭취하

취 실태: Table 5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기보다는 조리에 이용되므로 점심과 저녁에 섭취율이 높은

12종의 과일 종류별 섭취 실태를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에

것으로 보인다.

따른 과일 종류별 섭취 건수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배와

식사유형에 따라서는 ‘일반식품(48.5%)’, ‘음식업소 음식

키위를 제외한 모든 과일 종류에 대해 섭취 건수가 높았다.

(22.4%)’, ‘가정식(19.0%)’, ‘단체급식(5.4%)’, ‘편의식품

이는 Lee 등(2014)의 과일의 소비행태 연구와 Bae 등

(4.7%)’ 순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배와 키위를 제외한 과일

(2020)의 과일 종류별 섭취 연구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배

은 모두 ‘일반식품’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과일 자체로 섭취

와 키위의 섭취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와 동일한

하는 경우가 되겠다. ‘일반식품’은 ‘참외(76.3%)’, ‘귤(74.9

결과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과일 종류별 섭취 건수는 ‘30~

%)’, ‘오렌지(68.9%)’, ‘감(68.5%)’, ‘수박(66.6%)’ 등의 순

49세(37.3%)’, ‘50~64세(31.6%)’, ‘65세 이상(19.2%)’,

이며, ‘음식업소 음식’은 ‘키위(58.8%)’, ‘배(39.6%)’, ‘복숭

‘19~29세(12.0%)’ 순이었으며, 고연령층일수록 감과 참외

아(38.8%)’, ‘사과(22.0%)’ 순으로 조리 시 첨가 또는 후식으

의 선호도가 높았으며, 그 외 과일은 ‘30~49세’의 섭취율이

로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식’은 ‘배(32.4%)’, ‘키위

높았다. 소득에 따른 과일 종류별 섭취 건수는 ‘상(34.8%)’,

(26.8%)’, ‘바나나(22.1%)’, ‘사과(22.1%)’ 순이며, ‘단체급

‘중상(32.0%)’, ‘중하(21.5%)’, ‘하(11.7%)’의 순이었다. 소

식’은 ‘포도(14.7%)’, ‘사과(8.1%)’, ‘키위(5.9%)’, ‘배(5.2

득이 높을 때 대부분의 과일 섭취가 높았다. 특히, ‘상’의 경

%)’ 순이었다. ‘편의식품’은 ‘귤(8.3%)’, ‘참외(6.2%)’, ‘바나

우 다른 소득수준 군보다 감, 귤, 바나나, 복숭아, 사과, 수박,

나(6.1%)’, ‘딸기(5.6%)’, ‘사과(5.3%)’, ‘오렌지(5.2%)’ 순

키위, 포도의 섭취율이 높았으며, ‘중상’의 경우 다른 소득수

으로 주로 복잡한 세척 작업이 없고 부피가 크지 않는 과일이

준군보다 딸기, 배, 오렌지, 참외 섭취율이 높았다. Park과

해당되었다. Kim 등(2016)은 미니채소 소비에 대한 연구에

Kwon(2020)의 개별 과채류의 수요 분석에 따르면 소득이

서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의 증가로 구매 후 섭취까지 과정

높을수록 사과, 참외의 선호가 높으며 연중 공급되는 품목인

이 복잡한 채소보다는 쓰레기가 적고 요리가 간편하면서도

바나나, 사과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딸기,

영양가가 높은 미니채소의 소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복숭아, 사과, 귤 등은 소득 탄력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

이러한 경향은 과일 소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식품 산업시장

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본 연구에서 소

및 소비자 동향 분석(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득수준이 하에서 상으로 갈수록 과일 섭취율이 높아지고,

2019)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작고 먹기 편한 과일을 선호하

특히, ‘상’, ‘중상’의 소득군의 사과, 딸기, 복숭아, 참외, 귤의

며 수박처럼 크고 손이 많이 가는 과일의 소비는 감소하고

섭취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다. 지역에 따른 모든

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건강하고 간편하며 맛있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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릇 형태의 샐러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가격

되었다. 따라서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의 고른

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차별화된 과일 상품을 선호한다고 하

점수분포를 위해서는 잡곡 섭취와 우유 및 유제품 섭취를

였다. Kim 등(2019)도 신선편이 과일 시장변화 연구에서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겠다. ‘총 과일 섭취’는

가정 내 과일 섭취를 못하는 이유가 ‘신선도 유지 및 보관의

2.94점, ‘생과일 섭취’는 3.27점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총

힘듦’, ‘자르거나 손질 어려움, 번거로움’, ‘여러 종류 구매

과일 섭취’는 주스를 포함한 과일 섭취이며, ‘생과일 섭취’는

부담’, ‘손질 후 음식물쓰레기 발생’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신선한 과일 자체로 섭취가 이루어지므로 차이가 있는 것으

따라서 과일 섭취 증진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구매형태 변화

로 보인다. Park 등(2016)의 한국인의 과일 섭취와 질환과

를 고려한 과일의 품종 및 다양한 과일 신선편이 제품 개발

의 관련성 연구에 따르면 과일은 주스 형태보다 복합 탄수화

이 요구되겠다.

물의 비율이 높고 Vit C, Vit A가 더 많아 영양적으로 우수하
며, 1일 100 g 이상의 과일을 섭취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일류 섭취 여부에 따른 식생활평가지수 분석
과일 섭취군과 과일 미섭취군 간의 식생활평가지수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식생활평가지수의 총 평균은 62.51

보다 고혈압, 당뇨병 발생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일 섭취군에서 ‘생과일 섭취’가 높은 것
은 바람직한 과일 섭취의 형태로 보인다.

점, 과일 섭취군의 총평균은 65.21점, 과일 미섭취군의 총

‘절제영역’에서는 두 군 간의 영역 총 평균은 각각 23.65

평균은 55.41점으로 군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점, 23.52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절제영

Yun과 Oh(2019)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

역’의 세부하위 항목에서 ‘포화지방산 에너지 섭취 비율’은

를 이용한 식생활평가지수 연구에서의 총 평균은 63.3점으

과일 섭취군과 과일 미섭취군 각각 7.46점, 7.31점으로 유

로 본 연구보다 높았다. 특히, Grech 등(2017)의 호주 성인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당류･음료류 에너지 섭취

대상 식생활평가지수 점수(45.5점)와 Peltner와 Thiele

비율’은 각각 9.36, 9.06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2017)의 독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점수(55.4점)와 비

0.001). ‘나트륨 섭취’는 각각 6.84점, 7.15점으로 과일 섭취

교할 때 우리나라의 식생활평가지수 점수가 높았다.

군이 과일 미섭취군보다 유의적으로 점수가 낮았다(P<0.05).

식생활평가지수의 하위항목 중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이는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나트륨 1일 2,000

평가영역’에서 과일 섭취군의 총 평균은 32.72점, 과일 미섭

mg 섭취를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어 나온 결과로 생각된

취군은 23.81점으로 군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다. Jeong 등(2021)의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하위항목인 ‘아

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2013~2017년 나트륨 평균 섭

침식사 여부(7.50; 6.75)’, ‘잡곡 섭취(1.94; 1.65)’, ‘총 과일

취량은 3,477~3,889.6 mg/d였는데, 이는 2015 한국인 영

섭취(2.94; 0.05)’, ‘생과일 섭취(3.27; 0.07)’, ‘총 채소 섭취

양소 섭취기준보다 매우 높은 값으로 실제 실천이 매우 어려

(3.38; 3.15)’, ‘김치･장아찌를 제외한 채소 섭취(3.13;

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76)’, ‘고기･생선･달걀 및 콩류 섭취(7.11; 6.51)’, ‘우유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은 성인의 만성질환

및 유제품 섭취(3.44; 2.87)’에서 과일 섭취군이 과일 미섭

위험 감소를 위한 나트륨 섭취기준을 나트륨 2,300 mg/d로

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점수가 높았다(P<0.001). Park 등

상향 조정하여 설정하였다.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

(2020)의 2013~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한 식생

사 자료를 이용한 한국의 나트륨 섭취 동향 및 주요 기여

활평가지수와 추정 심혈관 연령 관련성 연구에 따르면 추정

식품군과 요리 연구(Jeong 등, 2021)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

심혈관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4살 이상 낮은 건강한 남성의

에 기여하는 주요 식품군은 양념류, 채소류, 밥 및 잡곡류,

‘아침식사 여부’ 점수는 6.91점이었다. 본 조사에서의 과일

주요 음식은 면･만두류, 김치, 국류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섭취군의 ‘아침식사 여부’는 7.50점으로 선행연구 점수보다

경우 과일 섭취군은 과일 미섭취군에 비해서 김치를 포함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일 섭취군이 과일 미섭취군보다

‘총 채소 섭취’ 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기에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잡곡 섭취’와

과일 섭취군이 과일 미섭취군에 비해 ‘나트륨 섭취’ 항목의

‘우유 및 유제품 섭취’ 항목의 점수는 각각의 최고점 5점,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10점 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잡곡은 폴리

‘에너지 섭취 균형 영역’에서 과일 섭취군의 영역 총 평균

페놀, 플라보노이드,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류 등 항산화

은 8.84점, 과일 미섭취군은 8.08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육류 소비가 늘고 있는 현대인에

보였다(P<0.001). ‘에너지 섭취 균형 영역’의 세부하위 항목

게는 매우 중요한 식품이다(Kang과 Cho, 2016). Kwon과

에서는 두 군 간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2.42; 2.22)’,

Lee(2017)의 제5기, 6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3.21; 3.00)’, ‘에너지 적정 섭취

성인의 우유 섭취와 만성질환 유병률 사이의 관련성 연구에

(3.21; 2.87)’로 과일 섭취군이 과일 미섭취군에 비해 유의

따르면 하루 200 g 이상의 적정량 우유를 섭취할 경우 고혈

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P<0.05, P<0.01, P<0.001). 따

압, 고중성지방혈증, 저HDL 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비만,

라서 과일 섭취군은 과일 미섭취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균

복부비만 및 대사증후군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형 잡힌 에너지 섭취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Prentic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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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bb(2004)은 에너지 섭취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 연구에

점, 과일 섭취군의 식생활평가지수 점수는 65.21점, 과일

서 에너지 섭취 불균형과 낮은 신체활동의 결과 비만이 발생

미섭취군 55.41점으로 과일 섭취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된다고 보고하였다. Lee와 Kim(2020)의 제6기 국민건강영

(P<0.001). ‘권고하는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에서 과일

양조사 자료를 활용한 고콜레스테롤혈증군과 정상군의 영

섭취군의 영역 총 평균은 32.72점, 과일 미섭취군은 23.81

양소 섭취 비교 연구에서 남자 고콜레스테롤혈증군에서 n-

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권고하는 식품

3군 지방산을 정상군에 비해 적게 섭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및 적정성 평가영역’의 세부하위 항목 중 과일 섭취군은 미

또한, 과일 섭취와 에너지 섭취 관련 연구에서 Kim과 Ju

섭취군과 비교해 ‘아침식사 여부(P<0.001)’, ‘잡곡 섭취

(2020)는 과일 섭취량이 많은 군이 적은 군에 비해서 탄수화

(P<0.001)’, ‘총 과일 섭취(P<0.001)’, ‘생과일 섭취

물과 단백질의 섭취 비율이 높고, 지방의 섭취 비율은 낮은

(P<0.001)’, ‘총 채소 섭취(P<0.001)’, ‘김치･장아찌 제외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과일 섭취가 천식 예방에 도움이

채소 섭취(P<0.001)’, ‘고기･생선･달걀 및 콩류 섭취

된다고 하였다.

(P<0.001)’, ‘우유 및 유제품(P<0.001)’ 영역에서 유의적으

이상의 결과 과일 섭취군이 과일 미섭취군보다 ‘권고하는

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절제영역’에서는 두 군 간의 총 평균

식품 및 적정성 평가영역’, ‘에너지 섭취 균형 평가영역’에서

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과일 섭취군이 과일 미섭취군에

식생활평가지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과

비해 ‘나트륨 섭취’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고(P<0.05), ‘당

일 섭취군이 식생활평가지수 14개 세부하위 항목 중 12항목

류･음료류 에너지 섭취 비율’ 점수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과일 섭취군의 식생활 및 식사의

(P<0.001). ‘에너지 섭취 균형 영역’에서는 두 군 간의 영역

질이 높다고 판단된다.

총 평균이 각각 8.84점, 8.08점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P<0.001).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지방 에너지

요

약

섭취 비율’, ‘에너지 적정 섭취’ 영역에서 과일 섭취군이 과
일 미섭취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는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

(P<0.05, P<0.01, P<0.001). 이상의 결과, 과일 섭취군이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과일 섭취 여부에 따른 일반

식생활평가지수 총 14개의 세부하위 항목 중 12항목이 유의

사항 및 과일류 섭취 실태와 관련된 조리법, 식사유형, 식사

적으로 높게 나타나 과일 섭취군이 식생활 및 식사의 질이

시기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일 섭취 여부에 따른 식생활

높았다. 따라서 향후 과일 섭취를 보다 높임으로써 질병예방

평가지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과일류 소비 활성화 및 영

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

양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8년 국민건강

의 개발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영양조사에 참여한 7,992명 중 식품 섭취 조사에 참여한
만 19세 이상, 식품 섭취 건수가 1건 이상인 5,703명을 대상
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과일류를 1건 이상 섭취한 대상자는
총 3,796명이었다. 과일의 섭취는 ‘여성(P<0.001)’, ‘30~
49세(P<0.001)’, 소득수준 중 ‘상’ 집단(P<0.001), ‘대졸
(P<0.01)’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과일류의 조리법은 ‘식물성
식품 자체(55.4%)’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
은 ‘숙채･샐러드･김치류(18.3%)’, ‘찜･구이･부침류(7.3%)’,
‘음료 및 차류(5.1%)’, ‘볶음･조림･튀김류(4%)’ 순이었다.
식사유형에 따라서는 과일 섭취군의 경우 ‘일반식품’, ‘음식
업소 음식’, ‘가정식’, ‘단체급식’, ‘편의식품’ 순으로 섭취하
고 있으며, 다른 식물성 식품의 경우는 ‘가정식’, ‘음식업소
음식’, ‘단체급식’, ‘편의식품’, ‘일반식품’ 순이었다. 과일 종
류별 조리법은 사과를 포함한 10종의 과일은 ‘식물성 식품
자체’가 가장 높으며, 배와 키위는 각각 ‘찜･구이･부침류’,
‘볶음･조림･튀김류’ 이용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과일 종
류별 섭취는 남성이 여성보다 배와 키위의 섭취가 높으며,
이외의 과일류는 섭취가 낮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감과 참외
의 선호도가 높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과일 섭취가 높았다.
식사시기와 식사유형에 따른 과일 종류별 섭취는 식물성 식
품 자체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식(49.8%)’으로 섭취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식생활평가지수 총 평균은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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