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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의 동물성 식품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19-64

세 성인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식생활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비교하였다.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총 7,566명 성인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

라 45% 미만(<45%; n=527), 45% 이상 50% 미만(45-50%; n=459), 50%

이상 55% 미만(50-55%; n=740), 55% 이상 60% 미만(55-60%; n=1,037),

60% 이상 65% 미만(60-65%; n=1,342), 65% 이상 70% 미만(65-70%;

n=1,281), 70% 이상 75% 미만(70-75%; n=1,116), 75% 이상(≥75%;

n=1,064)의 총 여덟 군으로 분류하였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 관련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19-29세에 비해 39-49세와 50-64세에서, 가구소득수준이 상인 경우에 비

해 하, 중하, 중상에서,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에 비해 초졸이하, 중

졸, 고졸에서 증가하였다. 여덟 군 간 식생활 특성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

정하기 위하여 라오-스캇 카이제곱 분석 또는 성별, 연령 혹은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정섭취비는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인 군에서 0.75 미만이었다. 비타민 A

와 칼슘 섭취 부족자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

서, 비타민 C 섭취 부족자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인

군에서 가장 높았다. 칸트의 방법에 기초한 식품군 점수가 5점인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75%인 군에 비해 <50% 혹은

≥75%인 군에서 낮았다. 우유·유제품군을 최소량(고형 15 g, 액체 3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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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섭취한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5%인

군에 비해 ≥65%인 군에서 높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

대사증후군 혹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고허리둘레, 고중성지질, 저HDL-

콜레스테롤,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간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기 위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고혈압 발생 위험

성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0-65%인 군에 비해 <45%인 군

(OR=1.48) 혹은 70-75%인 군(OR=1.25)에서 높았다. 저HDL-콜레스테롤

혈증의 발생 위험성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0-65%인 군에 비해

≥75%인 군(OR=1.37)에서 높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65%

인 군에 비해 <50% 혹은 ≥65%인 군에서 식사의 질이 낮았다. 고혈압

혹은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 위험성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이 60-65%인 군에 비해 <45% 혹은 ≥70%인 군에서 높았다. 결론적

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55%인 군과 55-65%인 군 간 식생

활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차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현재

기준인 55-65%에 50-55%를 추가하여 50-65%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에너지적정비율, 영양소 섭취기준, 영양조사, 식사의 질

학번: 2017-2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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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 증가 등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

의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탄수화물 섭취량의 감소로

인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또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1세 이상

국민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1969년에는 80.3%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2017년에는 63.6%로 보고되었다(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약 10년 사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군의 비율은

늘어나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 초과인 군의 비율은 줄어들

었다.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69세의 식생활

을 분석한 연구(Park, Lee, & Park, 2010)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

취비율이 55% 미만이 4.1%, 70% 초과가 65.8%였다.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세 이후 전 연령의 식생활을 분석

한 연구(Lee, Song, & Song, 2018)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이 55% 미만이 15.4%, 70% 초과가 42.7%였다. 후자의 연구가 20세 이

후의 전 연령을 대상자로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연구에 비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비율은 더 높았고 70% 초과인

비율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일부 영양소 및 식품군의 섭취

량 혹은 섭취횟수가 다를 수 있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의 식생활을 분석한 연구(박민선, 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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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정영진, 2014)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 초과인 군

은 55% 이상 70% 이하인 군에 비해 단백질, 지방,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인, 철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제6기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식품군의 권장섭취횟수 대비 섭

취횟수를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8)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수준이 높을수록 곡류군 및 과일군의 섭취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어육류군 및 우유·유제품군의 섭취횟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탄수화물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증가할수록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2012; Ha, Kim, Chun, Joung, & Song, 2018).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도 보고된 바 있다(Cho et al., 2017; Feng et al., 2015;

Ha et al., 2018).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들어 적정 수준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생활 및 건강 특성을 분석한 연구(박민선 등, 2014; 한미

란, 임정현, 송윤주, 2014; Lee et al., 2018; Park et al., 2010; Song, Lee,

Song, Paik, & Song, 2014)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의 분류 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군을 하나의 군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군을 세분화하여

식생활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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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우리나라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64세 성인을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각 수준에 따른 식생활 특성 및 대사

증후군 위험성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현황을 파악하였다.

2)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생활 특성을 비교하

였다.

(1)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를 비교하였다.

(2)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를 비교하였다.

(3)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행동을 비교하였다.

3)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비교하였다.

(1)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를 비교하

였다.

(2)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및 대사증후

군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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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1.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현황

우리나라 국민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

민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2007년에는 67.7%였으나(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2017년에는 64.0%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 2019).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에 있어, 2017년 기

준 20세 이상 일본인의 평균은 57.7%(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8), 2015-2016년 기준 20세 이상 미국인의 평균은

47.0%(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2018), 2015년 기준 19세 이상 캐나다인의 평균은 47.7%(Statistics

Canada, 2017), 2014-2016년 기준 19-64세 영국인의 평균은

45.7%(Public Health England & Food Standards Agency, 2018)로 보고

되었다.

우리나라 20-69세 국민 중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비율은 증가하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를 초과한 비율은 감

소하고 있다.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0)에 따르면, 20-69세 중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

이 4.1%, 70% 초과가 65.8%였으나,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8)에 의하면, 20세 이상 중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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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이 15.4%, 70% 초과가 42.7%였다. 후자의

연구가 20세 이후의 전 연령을 대상자로 포함했음을 감안한다면 20세 이

후의 전 연령 중 일부인 20-69세인 경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비율은 15.4%보다 더 높고 70% 초과인 비율은 42.7%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현황 관련 국내 연구 중에는 성별, 식사 준

비 장소에 따른 식사의 종류, 식사 섭취 여부 등의 변수에 따른 탄수화

물 에너지 섭취비율 현황을 파악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이외에도, 식

생활 변화에 따른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도 보

고된 바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약 12년 간(2001-2002∼2013-2014) 40-69세의 건강 및 식생활 특성

을 추적 조사한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분석한 연

구(Ha, Joung, & Song, 2019)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

균이 남성은 71.4%, 여성은 73.4%였다.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20세 이상의 식생활 행태를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8)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남성은 64.5%,

여성은 66.0%였다. 이뿐만 아니라, 2017 국민건강통계 자료에서도 2017

년 기준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남성은 61.8%, 여성은 63.6%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높았다.

가정식, 상업적 외식, 급식 등 식사 준비 장소에 따른 식사의 종류에

따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2기(2001)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64세 성인의 점심식사를 분석한 연

구(정상진, 강승호, 송수민, 류시현, 윤지현, 2006)에 따르면, 40-64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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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인의 경우, 상업적 외식군에 비해 급식군의 탄수

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약 5% 이상 높았고, 급식군에 비해 가

정식군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약 3%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섭취 여부에 따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다를 수 있

다. 30-50세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3일 간의 식사 섭취, 신체계측, 건강

수준 등을 조사한 연구(Min et al., 2011)에 의하면, 3일 중 2일 이상 아

침식사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 3일 모두 아침식사를 한 군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약 6.5% 높았다.

외식 섭취 증가 및 동물성 식품 섭취 증가 등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제

1-5기(1998-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의 에

너지 섭취 추이를 분석한 연구(Kwon & Ju, 2014)에 따르면, 외식으로부

터 섭취하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은 1998년에는 64.8%였으

나, 2012년에는 62.3%였으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인 중 19-29세

대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2009년에 3일 간의 식사 섭취를 조사한 결과를

동일한 지역 및 방법으로 조사된 10년 전 결과와 비교한 연구(장한별

등, 2011)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1999년 기준 남

성은 61.0%, 여성은 60.0%였으나, 2009년 기준 남성은 54.0%, 여성은

56.0%로, 10년 사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남녀 모두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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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생활 특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생활 특성 관련 연구가 소수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나누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혹은 식품군 섭취

를 비교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은 군에 비해 낮은 군에서 일부 영양소

섭취량이 높을 수 있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군과

>70%인 군으로 나누어 영양소 섭취를 비교한 연구(박민선 등, 2014)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인 군에 비해 55-70%인 군에

서 단백질, 지방,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인, 철, 나

트륨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제1-4기(1998-2009) 국민건강영양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18세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 및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15%인 고탄수화물 식사군과 탄수화

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0% 및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25%인 고지

방 식사군의 영양소 섭취를 비교한 연구(한미란 등, 2014)에 따르면, 고

탄수화물 식사군에 비해 고지방 식사군에서 단백질, 지방, 비타민 A, 티

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 인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비타민 C, 칼륨, 철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일부 영양소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

사 자료를 이용하여 20-69세를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를 분석한 연구

(Park et al., 2010)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

수록 단백질, 지방,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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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약 8년 간(1995-2003) 일본의 40-70세 당뇨병 환자를 추적

조사한 Japan Diabetes Complications Study (JDCS) 자료를 분석한 연

구(Horikawa et al., 2017)에서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

할수록 에너지, 단백질, 지방, 티아민, 리보플라빈, 칼슘, 나트륨, 철의 섭

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일부 식품군의 섭취횟수 혹은

섭취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 분석을 통해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 식품군의 권장섭취횟수 대비

섭취횟수를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8)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

취비율 수준이 높을수록 곡류군 및 과일군의 섭취횟수는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 반면, 어육류군 및 우유·유제품군의 섭취횟수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용하여 30-65세의

식생활을 분석한 연구(Song et al, 2014)에 따르면, 남성에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과일군 섭취량은 증가하는 반면, 어

육류군 섭취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약 4년 간(2008-2012) 중국인

20-74세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한 The Harbin People’s Health Study 자

료 및 약 5년 간(2010-2015) 중국인 20-74세의 건강 및 식생활 행태를

추적 조사한 The Harbin Cohort Study on Diet, Nutrition and Chronic

Non-Communicable Diseases 자료를 이용하여 식생활 특성을 분석한

연구(Shan et al., 2018)에서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은 군일수

록 쌀, 밀, 감자 등 곡류군의 일부 식품 및 과일군의 섭취량은 증가하였

으나, 어육류군, 우유·유제품군의 섭취량은 감소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일부 영양소

및 식품군 섭취량에 차이가 있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 비해 단백질, 지방, 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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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리보플라빈 등의 영양소 섭취가 낮았고, 과일군 등의 식품군 섭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행동을 분석한 선행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전반적인 식생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영양소 및 식품군 섭취뿐

만 아니라 식행동 또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3.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건강 특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건강 특성 관련 선행 연구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

준과 혈중 HDL-콜레스테롤, 수축기 혈압 등의 생화학적 지표 또는 대사

증후군,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 발생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1)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 생화학적 지표의 관련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증가하면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세 이상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4분위로 나누어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분석한 연구(Choi et al.,

2012)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 제4-5기(2007-2012) 국

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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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5분위로 나누어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분석한 연구(Ha et

al., 2018)에서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 수축기 혈압의 관련성 여부는 연구

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69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55%, 55-70%, >70%

로 나누어 혈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0)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인 군에 비해 >70%인 군에서 수축

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제4-5기(2007-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Ha et al., 2018)는 탄수화

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5분위로 나누어 수축기 혈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

였는데, 그 결과 여성에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분위가 증가할수

록 수축기 혈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30-65세

의 성인 남성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 수축

기 혈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Song et al., 2014)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분위 간 수축기 혈압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군과 >70%인

군 간 생화학적 지표를 비교한 연구(박민선 등, 2014)에서도 두 군 간 수

축기 혈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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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 질병 발생 위험의 관련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수준이 높은 경우,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

성이 높을 수 있다.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

여 20세 이상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일곱 수준(<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으로 분류하여 대사증후군 발

생의 위험성을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8)에 따르면, 남성에서 탄수화

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인 군에 비해 60-65% 및 70-75% 군의 대

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이 약 1.4배 높았다. 또한 제4기(2007-2009) 국민건

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0-65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

을 5분위로 나누어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

(Song et al., 2014)에 의하면, 남성에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제1

오분위에 비해 제5오분위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이 약 1.5배 높았다. 약

4년 간(2008-2012) 중국인 20-74세를 대상으로 식생활, 식습관 등을 추

적 조사한 The Harbin People’s Health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탄수화

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4분위로 나누어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

한 연구(Feng et al, 2015)에서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제1사분위

에 비해 제4사분위의 대사증후군 발생의 위험이 약 1.5배 높았다.

이외에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하면 대사증후군의 위

험요인 중 하나인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약 12년 간(2001-2002∼2013-2014) 40-69세의 식생활을 추적 조사

한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을 4분위로 나누어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의 위험성

을 분석한 연구(Cho et al., 2017)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제1사분위에 비해 제4사분위에서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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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배 높았다. 제4기 2, 3차년도(2008-2009) 및 제5기(2010-2012)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0세 이상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을 5분위로 나누어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한

연구(Song, Song, & Song, 2017)에서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제

1오분위에 비해 제5오분위에서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의 위험이

남성은 1.79배, 여성은 1.40배 높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 당뇨병 발생 위험의 관련성 여부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2년에 수행된 한국인 유

전체 역학조사사업의 기초 조사에 참여한 40-69세 중 당뇨병이 없는 사

람을 대상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4분위로 나누어 당뇨병의

상대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Ha et al., 2019)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제1사분위에 비해 제4사분위에서 당뇨병의 상대 위험도가 남

성은 1.54배, 여성은 1.69배 높았다.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를 이용하여 20-69세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에 따라 <55%,

55-70%, >70% 군으로 나누어 당뇨병 발생 위험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0)에 따르면, 여성에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군에 비해 >70%인 군의 당뇨병 발생의 위험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6기(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20세 이상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일곱 수준(<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으로 분류하여 당뇨

병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한 연구(Lee et al., 2018)에서는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 수준 간 당뇨병 발생 위험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1997-2000년에 시행된 Shanghai

Women’s Health Study 자료와 2002-2006년에 시행된 Shanghai 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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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tudy 자료를 이용하여 중국의 40-74세를 대상으로,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을 4분위로 나누어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한

연구(Yu et al., 2013)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제1사분위

에 비해 제4사분위의 심혈관계질환 발생의 위험이 약 3.1배 높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경우, 사망 위험률이

높을 수 있다. 약 31년 간(1987-2017) 미국의 45-64세를 대상으로 식사

섭취를 추적 조사한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

(ARIC)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선행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고찰한 메타

분석 연구(Seidelmann et al., 2018)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이 >55%인 경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률

이 증가하였다.

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에도 사망

위험률이 증가할 수 있다. 미국의 30-55세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인 The Nurses’ Health Study(NHS)와 미국의 40-75세 남성

의료인(간호사 제외)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인 The Health

Professionals’ Follow-up Study(HPFS)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Fung et

al., 2010)에 의하면 적정 수준의 탄수화물 식사에 비해 동물성 식품에

기반을 둔 저 수준의 탄수화물 식사의 사망 위험률이 NHS 자료 분석

결과 1.31배, HPFS 자료 분석 결과 1.17배였다. 미국의 45-64세를 대상

으로 ARIC 자료를 이용하여 식생활과 사망 위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Seidelmann et al., 2018)에서도 적정 수준의 탄수화물 식사에 비해

저 수준의 탄수화물 식사의 사망 위험률이 1.20배 높았으며, 이를 일곱

개의 선행 연구 결과와 종합하여 메타 분석한 결과 적정 수준의 탄수화

물 식사에 비해 저 수준의 탄수화물 식사의 사망 위험률이 1.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 14 -

<50%인 경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감소할수록 사망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일정 수

준보다 증가하면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고, 대사증후군 발

생 위험성,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 위험성, 사망 위험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일정 수준보

다 감소하여도 사망 위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 수준과 수축기 혈압 또는 당뇨병 발생 위험성의 관련 여부

는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탄수화물 섭취기준 및 설정 방법

1) 우리나라의 탄수화물 섭취기준 및 설정 방법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의하면, 1세 이후 모든 연령의 탄수

화물 섭취기준은 에너지적정비율(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AMDR) 중 탄수화물 비율인 55-65%이다. AMDR이란 전체 에

너지 섭취량 중 각 다량영양소가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비율에 대해 적

정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AMDR은 표

1과 같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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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 1-2세 3-18세 19세 이상

탄수화물 55-65% 55-65% 55-65%

단백질 7-20% 7-20% 7-20%

지방 20-35% 15-30% 15-30%

표 1. 우리나라의 에너지적정비율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00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기준의 설정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200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경우, 제2기(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 및 지방의 섭취량과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의

관련성 검토를 통해 성인 및 노인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설정하였다.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수축기 혈압, BMI, 허리둘레, 혈중 중성

지방 농도,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 혈당

등을 선정하였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55%을 기준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55-70% 및 >70%의 심혈관계질환 위험요인의 발생 위

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경

우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탄수화물 섭취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임신기와 수유기의 경우, 따로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설정하지 않았

고, 영아기의 경우, 모유 관련 국내외 연구의 고찰을 통해 탄수화물 섭취

기준을 설정하였다. 유아,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제2기(2001) 국민건강영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25백분위수와 75백

분위수를 기준으로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설정하였고 이 중, 1-2세를 제

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제25백분위수와 제75백분위수가 유사하여 연령

층을 통합하여, 1-2세는 50-70%, 3-19세는 55-70%로 설정하였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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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학회, 2005).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경우,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

료를 이용하여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과 탄수

화물 및 지방의 에너지 섭취비율에 따른 영양소 섭취 및 생화학적 지표

비교, 탄수화물 섭취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탄수화물 섭취기준

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백분위로 나누어, 제25백분위수 미만, 제25백분위수-제75백분위수, 제75

백분위수 초과 총 세 군의 영양소 섭취 및 생화학적 지표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 탄수화물 섭취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성인 및 노인

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설정하였다. 임신기와 수유기의 경우 가

임기 여성의 기준과 같게 설정하였으며, 영아기의 경우, 지난 ‘2005 한국

인 영양섭취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유아, 아동, 청소년의 경우, 제

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의 제25백분위수와 제75백분위수를 기준으로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설정

하였으며, 1-2세와 3-19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기준을 동일하게

55-70%로 설정하였다(한국영양학회, 2010).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경우,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 및 탄수

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

비교, 탄수화물 섭취 관련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성인의 탄수화물 섭

취기준을 설정하였다. 제4기 2, 3차년도(2008-2009) 및 제5기(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평균 탄수화물 섭취량 및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구하였고, 이러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여덟

개의 수준(<50%, 50-55%, 55-60%, 60-65%, 65-70%, 70-75%, 75-80%,

>80%)으로 분류하여 각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를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5% 초과일 경우, 건강에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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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성인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설

정하였다. 영아는 이전 기준과 마찬가지로 모유 관련 국내외 연구의 고

찰을 통해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설정하였고, 영아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

대는 성인과 같은 값으로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설정하였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2) 제외국의 탄수화물 섭취기준 및 설정 방법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양소 섭

취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영양소 섭취기준에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기준

이 설정되어 있다.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의 탄수화물 섭취기준

은 AMDR 중 탄수화물 비율로 설정되어 있다. 미국 및 캐나다는 이외에

도 탄수화물 섭취기준으로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RDA)가 설정되어 있다.

일본, 중국, 영국, 미국, 캐나다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2). 일본의 1세 이후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은 AMDR 중 탄수화물 비율인

50-65%이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 중국의 1

세 이후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은 AMDR 중 탄수화물 비율인 50-65%이

다(Chinese Nutrition Society, 2014). 영국의 2세 이후의 탄수화물 섭취

기준은 AMDR 중 탄수화물 비율인 50%이다(British Nutrition

Foundation, 2017). 미국 및 캐나다의 1세 이후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은

세 가지로 AMDR 중 탄수화물 비율은 45-65%, EAR은 100 g, RDA는

130 g 이다(Institute of Medicin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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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1) 중국2) 영국3) 미국 및 캐나다4)

EAR - - - 100 g

RDA - - - 130 g

AMDR 중

탄수화물의 비율
50-65% 50-65% 50% 45-65%

표 2. 제외국의 탄수화물 섭취기준

EAR: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RDA: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AMDR: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1)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Japanese

2) Chinese Nutrition Society (2014). 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Chinese

3) British Nutrition Foundation (2017). Nutrition Requirements

4) Institute of Medicine (2006). Dietary Reference Intakes: The Essential Guide to

Nutrient Requirements

일본, 영국, 미국 및 캐나다에 따라 탄수화물 섭취기준의 설정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본, 영국, 미국 및 캐나다 각각의 탄수화물 섭취

기준의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경우, 탄수화물 과다 섭취 시 부적절한 미량영양소 섭취가 야

기된다는 연구 결과 및 단백질, 필수 지방산 섭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AMDR의 비율을 설정하였다. 단백질의

경우, 이의 충분한 섭취를 위하여 연령 및 성별 단백질 RDA를 이용하여

AMDR 중 단백질의 하한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선행 연구의 고찰을 통해

단백질의 상한비율을 설정하였다. 지방의 경우, 만성질환의 예방보다는

필수 지방산의 충분섭취량(Adequate Intake, AI)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

선시 하여 AMDR 중 지방의 하한비율을 산출하였고, 선행 연구의 고찰

을 통해 지방의 상한비율을 설정하였다. 이후 AMDR 중 잔여 비율을 탄

수화물 비율로 설정하였다(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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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고탄수화물 저지방 및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에 따른

수축기 혈압,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 혈중 중성지방 농도, 허리둘레, 당뇨병 발생의 위

험성 등을 분석한 중재 연구, 코호트 연구, 메타분석 연구를 검토, 종합

하여 AMDR 중 탄수화물 비율을 탄수화물 섭취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2세 이상 모든 연령대의 탄수화물 섭취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2015).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기준으로 AMDR 중 탄수화물 비

율뿐만 아니라 EAR, RDA도 설정하였다.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할 경우,

뇌와 같은 중추신경계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어

케톤체를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케톤체 생성 예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탄수화물 양을 EAR로 설정하였고, 이 값으로부터 탄수화물의

RDA를 산출하였다. 고탄수화물 저지방 및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 관련

단면 연구, 중재 연구, 코호트 연구, 설문 조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AMDR 중 탄수화물 비율을 설정하였다.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사에 따른

몸무게 변화,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성, 영양소 부족 혹은 과다의 위

험성 등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검토, 종합하여 AMDR 중 탄수화물 상

한비율을 설정하였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에 따른 비만 발생의 위험

성,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성, 영양소 부족 혹은 과다의 위험성 등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를 검토, 종합하여 AMDR 중 탄수화물 하한비율을

설정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기준은 모든 연령층에서 동일

하게 설정되어 있다(Institute of Medic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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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정 수준의 탄수화물 섭취의 중요성

최근 들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

러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는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여 지방을 에너

지원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식사 방법이다. 탄수화물을 부족한 수준

으로 섭취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면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가 증가

된다. 지방 분해로 생성된 유리지방산은 간에서 불완전 산화되어 케톤체

가 되며, 이는 뇌, 심장 등과 같은 조직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진다

(최혜미 등, 2017).

그러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할 경우, 케톤체가 혈액 내에 증가

하게 되는데, 이 케톤체는 산성 물질로 혈액을 산성으로 만들어 산독증

(acidosis)을 유발할 수 있다(서광희, 서정숙, 이복희, 이승교, 최미숙,

2011). 또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어육류군을 과량 섭

취하게 되어 신장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식사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가 미비하여 이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는 실정이므로(오현우, 안재희, 전대원, 2017; 조영규, 강재헌,

2017), 이러한 식사의 시행에 있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으로,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섭취하는 것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수화물을 과량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는 인슐린의 분비로 인해 탄수화물이 지방산 합성경로로 이동하여 중성

지방이 되어 지방조직에 축적되며, 이는 체지방량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

다(Gropper & Smith, 2013).

이처럼 탄수화물을 부족 혹은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 모두 건강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

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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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제7기 1, 2차년도(2016-2017)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설문

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7기 1, 2차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19-64세 성인은 9,597명이었으며 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에 모두 응답한 성인은 7,709명이었다. 이 중 1일 에너지 섭취량

이 500 kcal 미만 또는 5,000 kcal를 초과한 성인과 막걸리 외의 다른 식

품을 섭취하지 않은 성인을 제외하여 총 7,566명을 분석대상자로 추출하

였다. 분석대상자의 선정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대상자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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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내용 및 방법

우리나라 성인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에 따라 45% 미만(<45%),

45% 이상 50% 미만(45-50%), 50% 이상 55% 미만(50-55%), 55% 이상

60% 미만(55-60%), 60% 이상 65% 미만(60-65%), 65% 이상 70% 미만

(65-70%), 70% 이상 75% 미만(70-75%), 75% 이상(≥75%)의 총 여덟

군으로 분류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식생활 특성,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1)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및 관련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영양조사 부문에서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조사된

식품섭취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별로 섭취한 에

너지를 탄수화물 및 단백질 및 지방으로부터 섭취한 총 에너지로 나누어

각 다량영양소의 에너지 섭취비율을 구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역, 가구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 여부, 가구원 수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다량영양소 에너지 섭취비율의 현황을 분석하

였다.

분석대상자의 매끼 식사를 가정식, 상업적 외식, 급식 총 세 군으로 분

류하여 세 군에 따른 다량영양소 에너지 섭취비율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시, 각 끼니별 에너지 섭취량이 0을 초과한 사람만 대상자

로 포함시켰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영양조사 부문의 식품섭취조사 자

료에서 매식여부를 묻는 문항의 응답 범주는 총 다섯 개(가정식, 음식업

소 음식, 일반식품, 단체급식, 편의식품)로 구성되어 있다. 음식업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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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일반식품, 편의식품을 합하여 상업적 외식으로 하여 응답 범주를 가

정식, 상업적 외식, 급식 총 세 개로 재구성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가구소득수준, 교

육수준, 직업유무, 결혼 여부, 가구원 수 등을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관련 인구사회학

적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가구소득수준, 교육수

준, 직업유무, 결혼 여부, 가구원 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실시할 때, 7,566명의 분석대상자

중 독립변수에 결측치가 있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총 7,2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식생활 특성

(1) 영양소 섭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를 양적 및 질적으

로 평가, 비교하였다. 영양소 섭취 상태의 양적 평가를 위해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을, 질적 평가를 위해서는 영양소적정섭취비(Nutrient

Adequacy Ratio, NAR), 평균적정섭취비(Mean Adequacy Ratio, MAR),

영양밀도(Nutrient Density), 영양소 섭취 부족자의 비율을 구하였다.

개별 영양소 섭취량의 적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단백질과 여덟 개 미량

영양소(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인, 철)에

대하여 영양소 적정섭취비(NAR)를 구하였다. NAR은 각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RNI)에 대한 섭취량의 비를 의미하여 1 미만인 경우, 해당 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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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RNI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1 이상인 경우, 해당

영양소를 RNI 이상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NAR이 1 이상인

경우, 모두 1로 간주하였다(Guthrie & Scheer, 1981). 이와 더불어, 전반

적인 식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아홉 개 NAR의 평균값인 평균적정섭

취비(MAR)를 구하였다. NAR과 MAR이 0.75 이상인 경우는 영양소 섭

취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0.75 미만인 경우 영양소 섭취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한다(김혜영 등, 2012; 심재은, 백희영, 이심열, 문현경, 김영

옥, 2002; 이정원, 현화진, 곽충실, 김초일, 이행신, 2000; Koszewski,

Behrends, Nichols, Sehi, & Jones, 2011). 또한 단백질과 일곱 개 미량영

양소(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해

서는 1,000 kcal 당 함유된 영양소량을 나타내는 영양밀도를 구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을 파

악하기 위해 단백질과 일곱 개 미량영양소(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

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철)에 대하여 평균필요량(EAR) 미만으로 섭

취한 대상자의 비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영양소 섭취 평가 시

기준값으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따랐다(보건복지부, 한국영

양학회, 2015).

(2) 식품군 섭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별 섭취 상태를 평가하

기 위해 식품군별 1일 섭취량, 식품군 점수(Dietary Diversity Score,

DDS), 식품군 섭취 패턴을 구하였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

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에서 제시한 여섯 개의 식품군 중 유지·당

류군을 제외한 다섯 개[곡류군, 고기·생선·달걀·콩류군(이하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유제품군]의 식품군을 기준으로 식품군별 1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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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을 계산하였다.

식품군 점수(DDS)의 경우, Kant et al. (1991a)의 방법에 따라 구하였

다. 식품군 점수란 섭취한 식품을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

유·유제품군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한 후, 각 식품군별로 최소량 이상 섭

취 시 1점을, 최소량 미만 섭취 시 0점을 부여하여 총합한 값을 의미한

다. 각 식품군별 최소량의 기준으로는 곡류군 및 우유·유제품군의 경우,

고형식품은 15 g, 액체식품은 30 g으로,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경

우, 고형식품은 30 g, 액체식품은 60 g으로 하였다. 곡류군의 경우, 케이

크, 파이, 과자, 페스츄리를 제외한 모든 곡류 식품을 포함하였고, 어육류

군의 경우,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포함하였다. 채소군의 경우,

생채소, 익힌 채소, 냉동 채소, 통조림 채소를 포함하였고, 과일군의 경

우, 과일 음료수를 제외한 과일 주스, 생과일, 통조림 과일, 냉동 과일,

건조 과일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유·유제품군의 경우, 버터와 크림

제품을 제외한 모든 유제품을 포함하였다.

식품군 섭취 패턴의 경우, Kant et al. (1991b)의 방법에 따라 구하였

다. 식품군 섭취 패턴은 각 식품군을 최소량 이상으로 섭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DMGFV (Dairy products,

Meat·fish·eggs·legumes, Grains, Fruits, Vegetables) 순으로 각 식품군

별로 최소량 이상 섭취 시 1으로, 최소량 미만 섭취 시 0으로 표시한다.

각 식품군별 최소량의 기준 및 제외 식품은 식품군 점수에 제시되어 있

는 것과 동일하다.

(3) 식행동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조사 부문 중 식생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

근 1년 간 끼니별 식사 빈도, 외식 빈도, 끼니별 혼자 식사 여부, 영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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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이용 여부, 영양표시 영향 여부를 비교하였다. 최근 1년 간 끼니별 식

사 빈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 범주는 총 네 개(주 5-7회, 주 3-4회, 주

1-2회, 주 0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주 0회와 주 1-2회를 합하여 주

0-2회로 하여, 응답 범주를 총 세 개(주 5-7회, 주 3-4회, 주 0-2회)로

재구성하였다. 외식 빈도를 묻는 문항의 응답 범주는 총 일곱 개(하루 2

회 이상, 하루 1회, 주 5-6회, 주 3-4회, 주 1-2회, 월 1-3회, 월 1회 미

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하루 2회 이상, 하루 1회, 주 5-6회를 합하

여 주 5회 이상으로 하여, 응답 범주를 총 다섯 개(주 5회 이상, 주 3-4

회, 주 1-2회, 월 1-3회, 월 1회 미만)로 재구성하였다.

3) 대사증후군 위험성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체

질량지수(BMI), 허리둘레, 혈중 중성지방, 혈중 총콜레스테롤, 혈중

HDL-콜레스테롤, 혈중 L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 등의 생화학적 지표

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생화학적 지표 분석 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

하기 위하여 성별을 나눠서 분석하였다.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각각의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유

병 여부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서 제시한 기

준에 따라 분류하였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8). BMI가 25

kg/m2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였고, 공복 시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

가 240 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 약을 보용하고 있으면 고콜레스

테롤혈증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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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증후군 유병 여부의 경우,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ment Panel Ⅲ (NCEP ATP Ⅲ)에서 제시한 대사

증후군 진단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2001).

이 기준에 따라 허리둘레, 혈중 중성지방 농도,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 혈압, 공복혈당 총 다섯 가지 각각의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이 해당

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신체계측인 허리둘레의 경우, 분

석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인 것을 감안하여 비만치료지침의 기준을 적용

하였다(대한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2010).

각각의 항목별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허리둘

레: 남성 90 cm 이상, 여성 85 cm 이상인 경우, ② 혈중 중성지방 농도:

150 mg/dL 이상 또는 관련 약물 치료 중인 경우, ③ 혈중 HDL-콜레스

테롤 농도: 남성 40 mg/dL 미만, 여성 50 mg/dL 미만인 경우, ④ 혈압:

수축기 혈압 130 mmHg 이상, 이완기 혈압 85 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 ⑤ 공복혈당: 110 mg/dL 이상 또는 관련 약물 치

료 중인 경우이다.

이와 더불어, 대사증후군 진단 시 사용하는 다섯 개 각각의 항목에 대

해서도 분석하였다. 각각의 항목 또한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4) 통계분석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 분석지침서(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에 따라 복합표본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민건

강영양조사는 복합표본설계(complex sampling design)를 통해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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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시, 복합표

본설계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질

병관리본부, 2018).

복합표본분석을 위해 층화변수, 집락변수, 기수 내 통합 가중치를 반영

한 복합표본설계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분석 시 이용하였다. 통계분석 시,

SPSS 23.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을 이용하였다.

여덟 군 간의 비교를 위하여 범주형 변수의 경우, Rao-Scott χ2 분석

을 실시하여 분포의 차이에 대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속형 변수의

경우, 성별, 연령 혹은 에너지 섭취량을 공변량으로 한 ANCOVA를 하

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비만, 고콜레

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혹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발생 여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 성별, 연령,

에너지 섭취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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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고찰

1.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자의 남녀

비율은 비슷하였으며, 연령대별 비율은 30-49세가 약 47%로 가장 많았

고 19-29세가 약 21%로 가장 적었다. 분석대상자 중 도시거주자는 약

88%, 기혼자는 약 73%, 유직자는 약 70%였다. 분석대상자 중 가구소득

수준이 중상 이상이 약 70%였고, 고졸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분석대상자

중 가구원 수가 3-4인이 63%였다.

2.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현황

성인의 다량영양소 에너지 섭취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탄

수화물 및 지방의 경우, 직업유무를 제외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가구

소득수준, 교육수준, 결혼여부, 가구원 수에 따라 에너지 섭취비율에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0.001). 단백질의 경우, 거주지역을 제외한 성별

(p<0.001), 연령대(p<0.001), 가구소득수준(p<0.001), 교육수준(p<0.001),

직업유무(p=0.004), 결혼여부(p<0.001), 가구원 수(p=0.002)에 따라 에너지

섭취비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은 각

각 62.0%, 15.4%, 22.6%이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은 남

성에 비해 여성에서, 도시거주자에 비해 농촌거주자에서, 미혼자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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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성별

남성 3,100(50.4)

여성 4,466(49.6)

연령대

19-29세 1,132(21.2)

30-49세 3,561(46.9)

50-64세 2,873(31.9)

거주지역

도시 6,357(87.6)

농촌 1,209(12.4)

가구소득수준(n=7,555)1)

하 739(9.2)

중하 1,788(22.6)

중상 2,371(31.6)

상 2,657(36.5)

교육수준(n=7,224)1)

초졸이하 613(6.0)

중졸 638(7.4)

고졸 2,605(37.8)

대졸이상 3,368(48.8)

직업유무(n=7,219)1)

유 4,938(69.6)

무 2,281(30.4)

결혼 여부

기혼 6,018(72.6)

미혼 1,548(27.4)

가구원 수

1인 637(8.2)

2인 1,666(19.3)

3인 2,228(30.7)

4인 2,316(32.3)

5인 이상 719(9.5)

(n=7,566)

표 3.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복합표본분석

1) 결측값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자 총계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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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탄수화물

에너지섭취비율

단백질

에너지섭취비율

지방

에너지섭취비율

평균±표준오차

p2) p2) p2)

성별

남성 60.98±0.25
<0.001

15.92±0.10
<0.001

23.10±0.21
<0.001

여성 63.06±0.20 14.90±0.09 22.04±0.16

연령대

19-29세 57.38±0.38c3)

<0.001

15.88±0.18a

<0.001

26.74±0.33a

<0.00130-49세 61.14±0.23b 15.61±0.09a 23.25±0.19b

50-64세 66.38±0.26a 14.82±0.11b 18.79±0.21c

거주지역

도시 61.73±0.18
<0.001

15.44±0.08
0.268

22.83±0.15
<0.001

농촌 64.01±0.48 15.21±0.19 20.77±0.42

가구소득수준
(n=7,555)1)

하 64.86±0.60a

<0.001

14.71±0.25c

<0.001

20.42±0.51c

<0.001
중하 62.72±0.39b 15.19±0.14bc 22.09±0.32b

중상 62.01±0.29b 15.44±0.12ab 22.55±0.24b

상 60.83±0.30c 15.73±0.12a 23.44±0.24a

교육수준
(n=7,224)1)

초졸이하 70.07±0.47a

<0.001

13.78±0.17c

<0.001

16.16±0.39d

<0.001
중졸 66.72±0.57b 15.05±0.21b 18.23±0.45c

고졸 61.73±0.28c 15.36±0.12ab 22.91±0.24b

대졸이상 60.50±0.24d 15.68±0.10a 23.81±0.20a

직업유무
(n=7,219)1)

유 61.84±0.21
0.148

15.52±0.08
0.004

22.63±0.17
0.690

무 62.39±0.31 15.10±0.13 22.51±0.26

결혼 여부

기혼 63.38±0.19
<0.001

15.23±0.08
<0.001

21.39±0.15
<0.001

미혼 58.40±0.34 15.89±0.16 25.71±0.29

가구원 수

1인 60.86±0.60c

<0.001

15.73±0.26a

0.002

23.41±0.54a

<0.001

2인 63.57±0.39a 15.44±0.16a 20.99±0.31b

3인 61.73±0.33bc 15.26±0.13ab 23.01±0.27a

4인 61.35±0.30c 15.64±0.12a 23.01±0.24a

5인 이상 63.04±0.53ab 14.82±0.18b 22.15±0.46a

전체 62.01±0.17 15.42±0.07 22.57±0.14

표 4. 우리나라 성인의 다량영양소 에너지 섭취비율

(n=7,566)

복합표본분석

1) 결측값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자 총계와 차이가 있음

2) t 검정 또는 F 검정

3)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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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에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탄수

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무직자에 비

해 유직자에서,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에서 높았다. 또한 연령대가 높을수

록, 가구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

균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농촌거주자에

비해 도시거주자에서,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에서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

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 수준

에 있어서는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2017 국민건강통계 자료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연령대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수

준(하, 중하, 중, 중상, 상)이 낮을수록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높은

경향이, 단백질 혹은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보건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제2기(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20세 이상의 영양소 섭취를 분석한 연구(김복희 등, 2005)에서도 연

령대(20-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가 높을수록, 가구소득수준

(하, 중, 상, 최상) 낮을수록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높은 경향이,

단백질 혹은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낮은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Yun, Kim, & Oh, 2017).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하여 일부 성

인들 사이에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사가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김성윤, 2019). 이러한 식사의 시행은 탄수화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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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비율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성인의 끼니별 가정식, 상업적 외식, 급식 섭취자의 다량영양소 에너지

섭취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대상자의 약 1/4은 아침식

사를 결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아침식사 섭취자와 저녁식사 섭취자의 경우, 각각

65.9%, 51.8%의 비율로 가정식을 가장 많이 섭취하였다. 반면 점심식사

섭취자의 경우, 53.2%의 비율로 상업적 외식을 가장 많이 섭취하였다.

끼니별 가정식, 상업적 외식, 급식 섭취자에 따라 다량영양소 에너지

섭취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매끼니별 상업적 외식 섭취자는 가정

식 섭취자에 비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낮은 반면 단백질 및 지

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높았다.

제2기(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64세 성인의 점심

식사를 준비된 장소에 따라 가정식, 상업적 외식, 급식으로 분류하여 식

사의 질을 분석한 연구(정상진 등, 2006)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

로 상업적 외식 섭취자는 가정식 섭취자에 비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은 유의적으로 낮은 반면, 단백질 및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유의적

으로 높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외식과 가정식의 영양소 섭취 차이를 분

석한 연구(Guthrie, Lin, & Frazao, 2002)에서도 외식 섭취자는 가정식

섭취자에 비해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 34 -

구분
섭취자

비율(%)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단백질

에너지 섭취비율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

평균±표준오차

p3) p3) p3)

아침 섭취자1)(n=5,637)

가정식 65.9 64.48±0.20a4)

<0.001

15.11±0.09b

0.012

20.40±0.17b

<0.001상업적 외식 31.3 60.22±0.33b 15.58±0.13a 24.20±0.27a

급식 2.8 60.91±0.92b 15.42±0.36ab 23.68±0.83a

점심 섭취자1)(n= 6,990)

가정식 33.4 64.50±0.30a

<0.001

14.94±0.12b

<0.001

20.56±0.25b

<0.001상업적 외식 53.2 60.81±0.24c 15.67±0.09a 23.52±0.20a

급식 13.4 61.79±0.45b 15.39±0.18a 22.82±0.37a

저녁 섭취자1), 2)(n= 7,159)

가정식 51.8 64.82±0.22a

<0.001

14.85±0.09b

<0.001

20.32±0.19b

<0.001상업적 외식 45.1 58.66±0.23b 16.16±0.11a 25.18±0.19a

급식 3.0 63.82±0.68a 15.09±0.28b 21.08±0.64b

표 5. 우리나라 성인의 끼니별 가정식, 상업적 외식, 급식 섭취자의 다량영양소 에너지 섭취비율

(n=7,566)

복합표본분석

1) 각 끼니별로 총 에너지 섭취량이 0을 초과한 대상자만 포함하여 분석함

2) 저녁 섭취자 중 가정식과 상업적 외식을 동시에 섭취한 대상자 2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3) F 검정

4)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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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관련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성별(p<0.001), 연령대(p<0.001), 거주지역(p=0.001), 가구소득수준

(p<0.001), 교육수준(p<0.001), 직업유무(p=0.017), 결혼여부(p<0.001), 가

구원수(p<0.001)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관련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중선

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과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가구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유무, 결혼 여부, 가구원 수가 관

련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직업유무 및 결혼 여부를 제외한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가구소득수

준, 교육수준, 가구원 수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관련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p<0.001), 19-29세에 비해 30-49세(p<0.001)와 50-64세에서(p<0.001),

도시거주자에 비해 농촌거주자에서(p=0.035) 증가하였다. 또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가구소득수준이 상인 경우에 비해 하(p<0.001), 중하

(p=0.007), 중상(p=0.006)인 경우에,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초졸이하(p<0.001), 중졸(p<0.001), 고졸(p=0.016)인 경우에,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 비해 4인(p=0.047)과 5인(p=0.002)인 경우에서 증가하였다.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2010 (NHNS2010) 자료를 이용

하여 일본의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Sakurai et al., 2018)에 의하면 연령과 가구원 수

를 보정하였을 때 가구소득수준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음의 관

련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고탄수화물 식사를 할 가능성이 20-39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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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2)

%

전체 7.9 6.8 10.6 14.2 18.2 16.6 13.6 12.1

성별

남성 59.2 54.2 53.3 51.3 52.0 51.7 45.2 41.1
<0.001

여성 40.8 45.8 46.7 48.7 48.0 48.3 54.8 58.9

연령대

19-29세 34.4 33.1 31.2 25.2 22.2 15.0 15.2 6.2

<0.00130-49세 48.6 49.0 49.8 51.2 49.9 49.7 40.9 35.4

50-64세 17.0 17.8 19.0 23.6 28.0 35.3 43.9 58.4

거주지역

도시 90.3 90.4 90.5 88.7 87.1 87.5 85.7 83.7
0.001

농촌 9.7 9.6 9.5 11.3 12.9 12.5 14.3 16.3

가구소득수준1)

(n=7,555)

하 6.1 9.6 8.3 6.7 7.3 9.0 11.5 15.6

<0.001
중하 22.4 18.1 20.8 21.5 22.5 23.3 22.5 27.6

중상 28.5 29.6 31.3 34.4 33.7 31.5 33.1 27.4

상 43.0 42.7 39.7 37.5 36.6 36.1 32.9 29.4

교육수준1)

(n=7,224)

초졸이하 1.5 2.1 2.0 3.6 4.2 5.9 8.5 18.0

<0.001
중졸 4.1 3.6 5.1 5.4 4.7 9.4 9.8 14.4

고졸 40.4 35.6 40.4 36.6 38.3 37.8 38.0 35.4

대졸이상 54.0 58.7 52.4 54.4 52.8 46.9 43.8 32.1

직업유무1)

(n=7,219)

유 27.9 29.5 33.9 29.0 28.6 28.5 30.9 35.9
0.017

무 72.1 70.5 66.1 71.0 71.4 71.5 69.1 64.1

결혼 여부

기혼 58.0 61.8 62.4 68.5 72.3 78.7 79.6 86.1
<0.001

미혼 42.0 38.2 37.6 31.5 27.7 21.3 20.4 13.9

가구원 수

1인 10.2 11.0 9.4 8.2 7.4 7.1 7.6 7.2

<0.001

2인 16.4 18.0 17.1 16.3 19.2 19.8 19.8 26.2

3인 32.1 33.3 33.1 30.2 29.6 28.8 33.2 28.4

4인 34.9 28.1 33.1 35.4 33.9 33.7 29.1 28.2

5인 이상 6.4 9.6 7.3 9.9 10.0 10.7 10.3 9.9

표 6.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n=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결측값으로 인하여 분석대상자 총계와 차이가 있음

2) Rao-Scott χ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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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회귀계수 표준오차 t p

평균±표준오차

상수 53.84 0.94 57.09 <0.001

성별

남성 61.05±0.25 Ref.

여성 62.97±0.20 1.35 0.29 4.62 <0.001

연령대

19-29세 57.34±0.39 Ref.

30-49세 61.20±0.23 4.06 0.63 6.40 <0.001

50-64세 66.35±0.27 7.97 0.71 11.26 <0.001

거주지역

도시 61.70±0.18 Ref.

농촌 64.20±0.51 0.96 0.45 2.12 0.035

가구소득수준

하 64.69±0.63 3.02 0.65 4.63 <0.001

중하 62.76±0.40 1.39 0.51 2.73 0.007

중상 62.04±0.29 1.13 0.41 2.76 0.006

상 60.85±0.30 Ref.

교육수준

초졸이하 70.07±0.47 5.07 0.60 8.40 <0.001

중졸 66.70±0.57 2.87 0.63 4.56 <0.001

고졸 61.76±0.28 0.86 0.36 2.41 0.016

대졸이상 60.49±0.24 Ref.

직업유무

유 61.85±0.21 Ref.

무 62.38±0.31 0.32 0.37 0.89 0.376

결혼 여부

기혼 63.40±0.19 Ref.

미혼 58.38±0.35 0.01 0.60 0.01 0.989

가구원 수

1인 60.84±0.59 Ref.

2인 63.35±0.40 0.65 0.60 1.09 0.276

3인 61.85±0.33 0.96 0.60 1.60 0.109

4인 61.35±0.30 1.26 0.63 1.99 0.047

5인 이상 63.05±0.53 2.40 0.76 3.15 0.002

표 7.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관련 인구사회학적

요인_다중선형 회귀분석 결과

(n=7,207)

복합표본분석

독립변수에 대하여 모두 응답한 성인을 대상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함

R2=0.112, F=46.211(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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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75세 이상에서, 가구소득수준이 상인 수준에 비해 하인 수준에서, 교

육수준이 12년 초과인 경우에 비해 12년 이하인 경우에서 유의적으로 높

아 본 연구 결과와 경향이 비슷하였다.

4.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생활 특성

1) 영양소 섭취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

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

라 철을 제외한 단백질(p<0.001), 지방(p<0.001), 비타민 A(p<0.001), 티

아민(p<0.001), 리보플라빈(p<0.001), 니아신(p<0.001), 비타민

C(p<0.001), 칼륨(p=0.035), 칼슘(p<0.001), 인(p<0.001) 및 에너지

(p<0.001) 섭취량과 다량영양소의 에너지 섭취비율(p<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60%인 군 이후부터, 니아신과 인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50-55%인 군 이후부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

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에너지와 티아민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타민 C

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

향이 있었다.

비타민 A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60%인 군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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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1)

평균±표준오차

에너지(kcal) 2,292±45a2) 2,156±42b 2,090±34b 2,053±28b 1,932±22c 1,898±23c 1,778±25d 1,684±26e <0.001

단백질(g) 117.6±2.7a 99.7±2.2b 91.4±1.8c 82.7±1.2d 73.9±0.9e 67.3±0.9f 57.6±0.8g 47.3±0.8h <0.001

지방(g) 105.9±2.6a 80.7±1.8b 69.6±1.2c 59.9±0.9d 47.4±0.6e 38.9±0.5f 29.0±0.4g 17.7±0.3h <0.001

비타민 A(㎍ RAE) 543±44a 452±24ab 449±16a 408±12abc 416±24ab 359±11bc 328±10c 267±16d <0.001

티아민(mg) 2.38±0.08a 2.01±0.05b 1.95±0.04b 1.87±0.03b 1.66±0.02c 1.63±0.03c 1.52±0.02c 1.40±0.02d <0.001

리보플라빈(mg) 2.09±0.05a 1.83±0.05b 1.78±0.03b 1.70±0.02b 1.55±0.02c 1.44±0.02d 1.23±0.02e 0.99±0.02f <0.001

니아신(mg) 23.3±0.7a 19.9±0.5b 19.3±0.4b 17.1±0.3c 15.0±0.2d 14.1±0.2e 12.5±0.2f 11.0±0.2g <0.001

비타민 C(mg) 66±4d 69±3d 82±4bc 80±3c 80±3bc 86±4bc 89±4ab 101±4a <0.001

칼륨(mg) 3,148±64b 3,025±72ab 3,058±59ab 2,980±53ab 2,900±39ab 2,934±45ab 2,844±54a 2,804±57ab 0.035

칼슘(mg) 529±17b 545±17ab 536±11ab 553±11a 532±9a 502±8b 463±9b 392±7c <0.001

인(mg) 1,413±28a 1,316±30ab 1,254±23b 1,194±18c 1,112±14d 1,051±13e 938±14f 808±13g <0.001

철(mg) 16.4±0.5 16.7±0.5 16.7±0.5 15.7±0.3 15.2±0.3 14.8±0.3 14.7±0.4 13.5±0.3 0.062

에너지 섭취비율(%)

탄수화물 38.12±0.29h 47.75±0.07g 52.52±0.06f 57.59±0.05e 62.60±0.04d 67.39±0.04c 72.35±0.05b 79.36±0.13a <0.001

단백질 20.88±0.32a 18.75±0.28b 17.54±0.20c 16.28±0.16d 15.47±0.11e 14.24±0.09f 13.05±0.08g 11.26±0.08h <0.001

지방 41.00±0.39a 33.50±0.27b 29.94±0.19c 26.13±0.16d 21.93±0.11e 18.37±0.10f 14.61±0.09g 9.38±0.10h <0.001

표 8.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n= 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에너지와 에너지 섭취비율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이외 변수는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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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칼슘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0%인 군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나, ≥60%인 군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칼륨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인 군에 비해 70-75%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제시한 단백질과 지방의 에너지 섭

취비율 기준은 각각 7-20%, 15-30%이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70%인 군의 평균 단백질 및 지

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이러한 기준 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기(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69세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에 따라 <55%, 55-70%, >70%의 총 세 군으로 나누어

영양소 섭취를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0)에 의하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의 섭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과 비타

민 C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군에 비해

>70%인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55%인 군과 55-70%인 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을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55-70% 군과 >70% 군으로 나누

어 영양소 섭취를 비교한 연구(박민선 등, 2014)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군에 비해 >70%인 군에서 티아민, 리보플라

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인, 철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일본의 40-70세 당뇨병 환자를 추적 조사한 Japa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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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cations Study (JDCS) 자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 수준을 3분위로 나누어 영양소 섭취를 분석한 연구(Horikawa et al.,

2017)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티아민, 리보플라빈, 칼슘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타민 C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수준을 여덟 수준으로 분류하

는 등 선행 연구에 비해 보다 더 세밀하게 분류하여 각 수준에 따른 영

양소 섭취를 분석하였기에, 선행 연구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추정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에너지, 단백질, 지방, 비

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 인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 가장 낮았고, 비타민 C의 섭취량은 탄수

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인 군에 비해 <50%인 군에서 유의적으

로 낮았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인, 철)의 NAR과 MAR

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단백질(p<0.001), 비타민 A(p<0.001), 티아민(p<0.001), 리보플라빈

(p<0.001), 니아신(p<0.001), 비타민 C(p<0.001), 칼슘(p<0.001), 인

(p<0.001), 철(p=0.022)의 NAR과 MAR(p<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의 NAR은 모든 군에서 0.75 미만으로, 탄수

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는 별개로 섭취수준이 부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 리보플라빈과 니아신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

75%인 군에서만 0.75 미만이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영양소의 NA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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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1)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평균±표준오차

단백질(g) 0.98±0.004a2) 0.97±0.01a 0.95±0.01b 0.96±0.004b 0.93±0.004c 0.90±0.01d 0.86±0.01e 0.77±0.01f <0.001

비타민 A(㎍ RAE) 0.56±0.01ab 0.55±0.01ab 0.55±0.01a 0.50±0.01bc 0.50±0.01b 0.46±0.01cd 0.43±0.01d 0.36±0.01e <0.001

티아민(mg) 0.94±0.01bc 0.95±0.01a 0.94±0.01ab 0.95±0.005a 0.93±0.005ab 0.92±0.01ab 0.91±0.01ab 0.89±0.01c <0.001

리보플라빈(mg) 0.94±0.01a 0.92±0.01ab 0.91±0.01ab 0.91±0.01ab 0.87±0.01b 0.84±0.01c 0.78±0.01d 0.68±0.01e <0.001

니아신(mg) 0.91±0.01a 0.90±0.01a 0.87±0.01ab 0.87±0.01a 0.83±0.01b 0.80±0.01c 0.75±0.01d 0.69±0.01e <0.001

비타민 C(mg) 0.49±0.02d 0.53±0.02c 0.56±0.01abc 0.56±0.01bc 0.57±0.01ab 0.57±0.01abc 0.58±0.01ab 0.61±0.02a <0.001

칼슘(mg) 0.61±0.01d 0.65±0.01abc 0.65±0.01ab 0.66±0.01ab 0.64±0.01a 0.62±0.01b 0.58±0.01c 0.50±0.01e <0.001

인(mg) 0.98±0.004ab 0.98±0.004a 0.97±0.004ab 0.97±0.003a 0.97±0.003a 0.95±0.004bc 0.93±0.01c 0.88±0.01d <0.001

철(mg) 0.89±0.01ab 0.89±0.01ab 0.88±0.01ab 0.89±0.01ab 0.89±0.01a 0.88±0.01ab 0.88±0.01ab 0.87±0.01b 0.022

평균
적정섭취비(MAR)

0.81±0.01a 0.82±0.01a 0.81±0.01a 0.81±0.005a 0.79±0.004b 0.77±0.01c 0.74±0.01d 0.69±0.01e <0.001

표 9.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적정섭취비 및 평균적정섭취비

(n= 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단백질의 NAR과 MAR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이외 변수의 NAR은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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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에서 0.75 이상이었다. M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

70%인 군에서만 0.75 미만이었으며, 이 두 집단의 전반적인 영양소 섭취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비타민 A와 칼슘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이 ≥75%인 군에서, 비타민 C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인 군에서 가장 낮았다. M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

75%인 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70-75%인 군이 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을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55-70% 군, >70% 군으로 나누어

영양소 섭취를 분석한 연구(박민선 등, 2014)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에서

두 군 모두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C, 칼슘의 NAR은 0.75 미만

이었으며, 티아민과 니아신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인 군에서만 0.75 미만이었다. 또한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군에 비

해 >70%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M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이 >70%인 군에서만 0.75 미만이었으며, 55-70%인 군에 비해 >70%

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M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

인 군에 비해 ≥70%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비타민 A, 리보플라

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등과 같은 영양소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이 45-75%인 군에 비해 <45% 혹은 ≥75%인 군에서 유의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단백질 및 미량영양소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 철)의 영양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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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철을 제외한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의 영양밀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사후검정 결과, 리보플라빈의 영양밀도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60%인 군 이후부터, 니아신의 영양밀도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이 50-55%인 군 이후부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타민 A

와 티아민의 영양밀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타민 C의 영양밀

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칼슘의 영양밀도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65%인 군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65%인 군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1-4기(1998-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0-18세를 고

탄수화물 식사군(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70% 및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 <15%)과 고지방 식사군(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60% 및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 ≥25%)의 총 두 군으로 분류하여 영양소 섭취를 비교

한 연구(한미란 등, 2014)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사군은 고지방 식사군

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의 영양밀도

가 유의적으로 낮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철의 영양밀도는 유

의적으로 높아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상이하였다. 제4기(2007-2009) 국민

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55-70%인 군, >70%인 군으로 나누어 영양질적지수를 분석

한 연구(박민선 등, 2014)에 의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70%인 군에 비해 >70%인 군에서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

라빈, 니아신, 칼슘의 영양질적지수가 유의적으로 낮아 본 연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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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1)

평균±표준오차

단백질

(g/1000 kcal)
52.2±0.8a2) 46.8±0.6b 43.8±0.4c 40.7±0.3d 38.6±0.2e 35.5±0.2f 32.6±0.2g 28.1±0.1h <0.001

비타민 A
(㎍ RAE/1000 kcal)

230±13a 218±12a 219±7a 204±6ab 220±11a 191±5b 193±7b 161±7c <0.001

티아민
(mg/1000 kcal)

1.02±0.02a 0.95±0.02b 0.93±0.01b 0.92±0.01b 0.88±0.01c 0.86±0.01c 0.88±0.01c 0.84±0.01d <0.001

리보플라빈
(mg/1000 kcal)

0.94±0.01a 0.86±0.01b 0.86±0.01b 0.85±0.01b 0.82±0.009c 0.76±0.008d 0.69±0.009e 0.59±0.008f <0.001

니아신
(mg/1000 kcal)

10.4±0.2a 9.4±0.2b 9.2±0.1b 8.5±0.1c 8.0±0.1d 7.5±0.09e 7.2±0.1f 6.6±0.09g <0.001

비타민 C
(mg/1000 kcal)

30±2e 33±1de 40±2bcd 40±1cd 42±1bc 45±1bc 50±2b 61±2a <0.001

칼슘

(mg/1000 kcal)
244±8bc 263±7abc 269±6abc 275±4ab 283±4a 269±4bc 267±5c 238±3d <0.001

철
(mg/1000 kcal)

7.4±0.2 7.9±0.2 8.0±0.2 7.7±0.1 8.0±0.1 7.9±0.1 8.4±0.2 8.1±0.2 0.211

표 10.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밀도

(n= 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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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

빈, 니아신, 칼슘의 영양밀도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

에서 가장 낮았고, 비타민 C의 영양밀도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인 군에 비해 <45%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등의 영양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는 탄수화물 섭

취가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가 감소하여, 이 두 영양소들

과 함께 존재하는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

율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철을 제외한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C, 칼슘의 섭취 부족자 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각각을 EAR 미만으로 섭취하는 성인의 비

율이 모든 군에서 50% 이상으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는

관계없이 많은 성인들이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었다. 비타민 A와 칼슘의 섭취 부족자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75%인 군에서, 비타민 C의 섭취 부족자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이 <45%인 군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 단백질, 티아민, 리보

플라빈, 니아신의 섭취 부족자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

75%인 군에서 가장 높았다.

비타민 A의 섭취 부족자 비율이 모든 군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

한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개정 시 비타민 A의 단위가 RE에서 RAE로 변경되면서, 식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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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7,566)

그림 2.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시 영양소 섭취 부족자로 분류함

Rao-Scott χ2 분석,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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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로티노이드의 비타민 A 전환율이 1/2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비타민 A의 EAR(RE 단위)과 ’2015 한

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비타민 A의 EAR(RAE 단위)로 우리나라 국민

의 비타민 A 섭취를 평가한 연구(김성아, 전신영, 정효지, 2016)에 의하

면, 비타민 A를 EAR 미만을 섭취하고 있는 성인의 비율이 RE를 기준

으로 평가하였을 때는 42.9%이었으나, RAE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는 70.9%로, RE에 비해 RAE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비타민 A의 섭

취가 더욱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타민 A의 단위

가 변경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비타민 A의 섭취 부족자 비율이 모든

군에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19-64세 성인을 19-29세, 30-49세, 50-64세로 나누어 영양소 섭취량,

NAR과 MAR, 영양밀도,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부

록 표 1∼9, 부록 그림 1∼3과 같다]

2) 식품군 섭취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을 분석

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 우유·유제품군의 섭취량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p<0.001).

사후검정 결과, 채소군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

인 군에서 가장 낮았고, 65-70%인 군에 비해 60-65%인 군에서 유의적

으로 낮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군 간에는 채소군 섭취량에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과일군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

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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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1)

평균±표준오차

곡류군 (g) 205±6h2) 275±9g 301±7f 329±6e 325±4d 348±5c 361±7b 372±8a <0.001

어육류군 (g) 511±13a 422±15b 377±10c 325±7d 290±6e 265±7f 217±7g 151±6h <0.001

채소군 (g) 321±10c 337±14ab 344±10ab 335±9ab 329±6b 364±8a 354±8ab 345±10ab <0.001

과일군 (g) 101± 8g 109±9fg 129±8ef 161±9de 172±8cd 191±9bc 207±10b 295±13a <0.001

우유·유제품군 (g) 90±9bcde 114±9abc 102±6bcd 111±6ab 104±5abc 83±4cd 66±4d 43±3e <0.001

표 11.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

(n= 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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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가장 높았다. 우유·유제품군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이 ≥65%인 군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Japan Diabetes Complications Study (JIDCS)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의 40-70세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3분위로 나누어

식품 섭취를 분석한 연구(Horikawa et al., 2017)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과일류 식품의

섭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콩류, 육류, 생선류, 달걀류 식품의 섭

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채소류, 해조류, 유제품류 식품의

섭취량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하였다. 본 연구는 탄수

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수준을 여덟 수준으로 분류하는 등 선행 연구에

비해 보다 더 세분화하였으며, 선행 연구와 분석대상자의 나이 및 식습

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결과의 차이가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

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권장식사패턴에 따르면, 우유·유제품

군을 1일 최소 1회 이상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1회 섭취 시 분량

의 기준은 우유의 경우 200 g이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본

연구에서 모든 군의 우유·유제품군의 섭취량은 우유의 1회 섭취 분량의

60% 미만으로, 이의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C는 대부분 과일 혹은 채소 섭취를 통해 섭취된다(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2015). 앞선 표 8의 결과에서, 비타민 C의 섭취량은 탄수

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

한 이유 중 하나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과

일군의 섭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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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점수 및 식품군

점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

준에 따라 식품군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사후검정 결

과, 식품군 점수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65%인 군에 비해

<45% 혹은 ≥70%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 수준에 따라 식품군 점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식품군 점수가 5점인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75%인 군에 비해 <50% 혹은 ≥75%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 패턴을 분

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식품

군 섭취 패턴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우유·유제품군을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한 성인의 비율(DMGFV=01111)은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이 <65%인 군에 비해 ≥65%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는 약 42%가 우유·유

제품군을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었다. 우유·유제품군 및 과일군을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성인의 비율(DMGFV=01101)은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이 ≥50%인 군에 비해 <50%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

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품군 점수가 4점인 대상자의 식품군 섭취

패턴은 모든 군에서 우유·유제품군(DMGFV=01111) 혹은 과일군

(DMGFV=11101)을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

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식품 섭취실태를 조사한 연구(김복란, 김영

미, 2005)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식품군 점수가 4점인 대상

자의 식품군 섭취 패턴은 우유·유제품군(DMGFV=01111) 혹은 과일군

(DMGFV=11101)을 최소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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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1)

식품군 점수 평균±표준오차

3.72±0.03d2) 3.81±0.04bcd 3.88±0.04abc 3.97±0.03a 3.96±0.03ab 3.92±0.03abc 3.90±0.03cd 3.75±0.03e <0.001

%

1 0.4 0.1 0.3 0.3 0.2 0.3 0.3 0.4

<0.001

2 1.5 1.1 2.8 1.6 0.8 1.5 2.8 5.4

3 38.5 35.2 29.9 26.5 29.4 29.0 26.7 29.4

4 44.8 44.8 42.9 44.0 42.1 44.4 46.4 48.6

5 14.9 18.8 24.1 27.6 27.4 24.9 23.8 16.2

표 12.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점수 및 식품군 점수 분포

(n= 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Rao-Scott χ2 분석 혹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



- 53 -

<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2)

DMGFV1) %

11111 14.9 18.8 24.1 27.6 27.4 24.9 23.8 16.2

<0.001

01111 24.8 22.0 23.2 26.5 25.7 31.0 34.6 41.8

11101 18.6 21.9 19.3 17.2 15.8 12.0 10.2 3.5

01101 35.9 32.9 28.1 25.6 27.8 27.2 25.1 19.9

Others 5.8 4.4 5.3 3.1 3.3 4.9 6.3 18.6

표 13.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 패턴
(n= 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D: 우유·유제품군, M: 어육류군, G: 곡류군, F: 과일군, V: 채소군을 의미함

DMGFV 순서대로 각 식품군별 최소량 이상을 섭취한 경우는 1, 최소량 미만을 섭취한 경우는 0을 조합하여 분류하였음

(예, DMGFV=11111은 각 식품군별 최소량을 모두 섭취한 경우를 의미함)

곡류군과 우유·유제품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15 g, 액체식품은 30 g,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30 g, 액체식품은 60 g

2) Rao-Scott χ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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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앞선 본 연구 표 11의 결과에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5%

인 군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우유·유제품

군의 섭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65%인 군에서 우유·유

제품군을 최소량조차 섭취하지 않은 성인의 비율이 탄수화물 에너지 섭

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19-64세 성인을 19-29세, 30-49세, 50-64세로 나누어 식품군 섭취량, 식

품군 점수 및 식품군 점수 분포, 식품군 섭취 패턴을 분석한 결과는 부

록 표 10∼18과 같다]

3) 식행동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

는 표 14와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영양표시 영향

여부를 제외한 아침식사 빈도(p<0.001), 점심식사 빈도(p=0.021), 저녁식

사 빈도(p<0.001), 외식 빈도(p<0.001), 혼자 아침식사 여부(p<0.001), 혼

자 점심식사 여부(p<0.001), 혼자 저녁식사 여부(p=0.028), 영양표시 이용

여부(p<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침식사를 주 5-7회 하는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이 <45%인 군에서 38.8%로 가장 낮았고, ≥75%인 군에서 70.2%로 가

장 높았다. 모든 군에서 외식 빈도는 주 5회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5%인 군은 <65%인

군에 비해 주 5회 이상 외식하는 성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혼자 아침식사를 하는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

75%인 군에서 37.2%로 가장 낮았으나, 혼자 점심 혹은 저녁식사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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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2)

%

끼니별 식사 빈도

아침식사 빈도

주 0-2회 46.6 41.5 37.7 33.9 33.8 27.6 27.4 20.2

<0.001주 3-4회 14.6 16.2 17.8 16.9 13.4 15.4 12.3 9.7

주 5-7회 38.8 42.3 44.5 49.2 52.8 57.0 60.2 70.2

점심식사 빈도

주 0-2회 4.0 2.2 2.1 4.1 2.4 3.7 2.9 4.3

0.021주 3-4회 10.2 6.8 9.1 8.6 6.9 8.2 5.8 6.7

주 5-7회 85.9 91.0 88.8 87.3 90.7 88.1 91.3 89.0

저녁식사 빈도

주 0-2회 1.2 2.0 3.0 1.4 2.4 2.0 2.0 1.3

<0.001주 3-4회 12.8 12.1 12.5 9.9 10.3 8.0 7.8 6.3

주 5-7회 86.0 85.9 84.5 88.7 87.3 89.9 90.2 92.5

외식 빈도(n=7,564)1)

월 1회 미만 0.6 0.9 1.3 1.0 1.8 2.9 3.3 6.5

<0.001

월 1-3회 8.2 6.0 9.9 9.7 10.1 13.9 17.0 22.9

주 1-2회 19.7 15.2 18.2 21.8 18.3 20.1 21.3 26.2

주 3-4회 13.2 14.0 13.7 12.1 13.4 14.5 12.2 9.9

주 5회 이상 58.3 63.9 56.9 55.4 56.3 48.6 46.2 34.6

표 14.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행동
(n=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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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2)

%

끼니별 혼자 식사 여부

혼자 아침식사
(n=5,396)1)

예 51.0 42.8 50.5 47.2 44.0 45.3 42.3 37.2 <0.001

아니오 49.0 57.2 49.5 52.8 56.0 54.7 57.7 62.8

혼자 점심식사
(n=7,322)1)

예 26.0 21.6 29.0 27.4 27.0 30.3 31.1 36.0 <0.001

아니오 74.0 78.4 71.0 72.6 73.0 69.7 68.9 64.0

혼자 저녁식사
(n=7,412)1)

예 18.4 21.0 18.4 19.1 19.2 20.7 19.5 25.5 0.028

아니오 81.6 79.0 81.6 80.9 80.8 79.3 80.5 74.5

영양표시 이용 여부
(n=6,492)1)

예 44.0 41.7 43.5 36.1 37.2 34.8 36.8 33.7
<0.001

아니오 56.0 58.3 56.5 63.9 62.8 65.2 63.2 66.3

영양표시 영향 여부
(n=2,482)1)

예 85.2 79.8 86.5 85.3 78.3 82.1 78.1 82.9
0.101

아니오 14.8 20.2 13.5 14.7 21.7 17.9 21.9 17.1

표 14.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행동(계속)

(n=7,566)

복합표본분석 이용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결측값으로 인해 총계와 차이가 있음

2) Rao-Scott χ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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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 각각

36.0%, 25.5%로 가장 높았다. 영양표시를 이용하지 않는 성인의 비율은

모든 군에서 과반이었고, 특히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

에서 66.3%로 가장 높았다.

아침식사를 주 5-7회 하는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이 ≥75%인 군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앞선 그림 2의 결과

에 따르면, 단백질과 미량영양소(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에 대하여 EAR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이 이 군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아, 식사를 잘 챙겨먹지만 충분한 영양소 섭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5.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성

성인 남성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이완기 혈압(p=0.012), 체질량지수(p=0.030), 허리둘레(p=0.038)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55% 혹은 60-75%

인 군에 비해 ≥75%인 군에서 이완기 혈압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을 제

외하고는 나머지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

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

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혈중 중성지방 농도의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150 mg/dL 미만이다(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진료지침

위원회, 2018).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군에서 남성의 혈중 중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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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5%

(n=255)

45-50%

(n=203)

50-55%

(n=326)

55-60%

(n=433)

60-65%

(n=559)

65-70%

(n=557)

70-75%

(n=405)

≥75%

(n=362)
p1)

평균±표준오차

수축기 혈압(mmHg) 118.4±0.7 119.6±0.9 118.1±0.7 117.7±0.7 118.9±0.6 119.6±0.6 120.2±0.8 118.9±0.9 0.266

이완기 혈압(mmHg) 78.9±0.6ab2) 80.2±0.7a 79.5±0.5a 78.7±0.5ab 79.4±0.4a 79.9±0.5a 80.6±0.5a 78.6±0.6b 0.012

체질량지수(kg/m2) 25.4±0.2a 24.4±0.2ab 24.9±0.1ab 24.8±0.1ab 24.7±0.1ab 24.4±0.1b 24.5±0.2b 24.3±0.2b 0.030

허리둘레(cm) 87.2±0.6a 85.6±0.7ab 86.6±0.5ab 86.2±0.4ab 85.8±0.4ab 85.7±0.3b 85.8±0.5ab 85.6±0.6b 0.038

혈중 중성지방

(mg/100mL)
169±11 174±14 172±11 166±6 162±5 174±8 167±7 162±7 0.408

혈중 총콜레스테롤
(mg/100mL)

191±2 194±2 193±2 194±1 192±1 196±1 192±2 190±2 0.058

혈중 HDL-콜레스테롤
(mg/100mL)

49.4±0.7 48.9±0.7 47.6±0.6 47.4±0.6 47.8±0.5 47.2±0.4 47.0±0.6 46.3±0.7 0.447

혈중 LDL-콜레스테롤

(mg/100mL)
116±4 119±4 120±4 114±3 121±3 119±3 119±4 117±4 0.902

공복혈당(mg/100mL) 97.8±1.5 99.1±1.2 98.2±0.9 98.5±1.0 102.0±1.3 101.1±1.1 101.1±1.0 104.2±1.6 0.728

표 15.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

(n= 3,100)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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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농도의 평균은 150 mg/dL 이상으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성인 여성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혈중 중성지방 농도(p=0.036),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p=0.011), 혈

중 HDL-콜레스테롤 농도(p<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혈중 중성지방 농도는 증가하는 경

향이 있는 반면,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 혹은

55-70%인 군에 비해 ≥75%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 이완기 혈압, 허리둘레, 혈중 총콜레

스테롤 농도와의 관련성 여부는 연구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 제3기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69세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55%, 55-70%, >70% 군으로 나누어 이완기 혈

압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0)에 따르면, 여성에서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인 군과 55-70%인 군은 이완기 혈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5-70%인 군보다 >70%인 군에서 이완기 혈압

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이

용하여 30-65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Song et al, 2014)에 따르면, 남성에

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할수록 이완기 혈압이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

2003-2006년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40-64세를 대상으로 신

체 계측 및 식사섭취 조사를 통하여 탄수화물 섭취와 허리둘레 간의 관

계를 분석한 연구(박수경, 박민선, 고정아, 2008)에 따르면, 여성에서 탄

수화물 섭취량과 허리둘레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제4-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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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5%

(n=272)

45-50%

(n=256)

50-55%

(n=414)

55-60%

(n=604)

60-65%

(n=783)

65-70%

(n=724)

70-75%

(n=711)

≥75%

(n=702)
p1)

평균±표준오차

수축기 혈압(mmHg) 108.3±0.8 108.4±0.7 109.1±0.6 109.5±0.5 111.0±0.5 112.1±0.5 113.6±0.7 117.0±0.7 0.147

이완기 혈압(mmHg) 72.4±0.6 71.9±0.6 72.4±0.4 73.2±0.4 73.0±0.3 73.6±0.4 74.5±0.4 74.8±0.4 0.905

체질량지수(kg/m2) 22.7±0.2 22.9±0.3 22.7±0.2 22.8±0.1 22.7±0.1 23.3±0.1 23.0±0.1 23.7±0.1 0.417

허리둘레(cm) 74.9±0.6 76.0±0.6 76.2±0.5 76.2±0.4 76.1±0.4 77.8±0.4 77.4±0.4 79.3±0.4 0.300

혈중 중성지방
(mg/100mL)

95±4b2) 101±5ab 97±3b 104±3ab 106±3ab 112±4ab 109±3b 129±3a 0.036

혈중 총콜레스테롤
(mg/100mL)

191±2a 192±2ab 189±1ab 193±1a 196±1a 196±1a 196±1ab 195±1b 0.011

혈중 HDL-콜레스테롤
(mg/100mL)

58.3±0.7ab 57.8±0.8ab 57.0±0.6ab 57.4±0.6ab 57.4±0.5a 55.3±0.5abc 54.9±0.5bc 53.2±0.5c <0.001

혈중 LDL-콜레스테롤
(mg/100mL)

122±12 129±9 118±6 118±5 133±5 124±4 127±4 113±4 0.150

공복혈당(mg/100mL) 92.1±0.7 93.1±1.2 93.1±0.7 93.6±0.6 95.3±1.0 94.5±0.6 95.5±0.7 101.4±1.2 0.054

표 16.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생화학적 지표

(n= 4,4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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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Ha et al., 2018)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이 증가

함에 따라 남성에서는 허리둘레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성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 간 허리둘레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제4기(2007-2009)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을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55-70%, >70%의 총 두 군으로 나

누어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살펴본 연구(박민선 등, 2014)에 의하면,

두 군 간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미국

의 The Thir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1988-1944)의 자료를 이

용하여 25-64세 성인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40%,

>60%의 총 두 군으로 나누어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분석한 연구

(정혜경, 양은주, 박원옥, 2000)에 따르면, 남성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0%인 군보다 >60%인 군에서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가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여성에서는 두 군 간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비만, 고콜레스테롤혈

증,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 여

부(p<0.001),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p<0.001), 고중성지질 유병 여부

(p=0.005), 저HDL-콜레스테롤 유병 여부(p<0.001), 고혈압 유병 여부

(p<0.001), 공복혈당장애 유병 여부(p<0.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 가장 높았다. 고중성지질 유병률과 저

HDL-콜레스테롤 유병률은 다른 군에 비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5%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혈압 유병률은 다른 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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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p3)

%

비만(n=7,559)

있음 37.8 35.4 34.7 35.5 33.2 33.7 30.9 35.0
0.340

없음 62.2 64.6 65.3 64.5 66.8 66.3 69.1 65.0

고콜레스테롤혈증(n=7,205)

있음 12.7 13.0 14.8 14.0 17.6 17.6 18.5 23.8
<0.001

없음 87.3 87.0 85.2 86.0 82.4 82.4 81.5 76.2

대사증후군1) (n=7,334)

있음 16.5 15.4 18.1 15.9 19.0 20.9 21.2 27.1
<0.001

없음 83.5 84.6 81.9 84.1 81.0 79.1 78.8 72.9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2)

(n=7,334)

고허리둘레 26.7 25.8 26.5 25.8 24.0 25.1 25.8 27.0 0.912

고중성지질 30.0 32.9 31.9 31.8 32.2 36.4 34.3 40.0 0.005

저HDL-콜레스테롤 23.9 22.2 26.1 27.9 26.0 30.2 32.0 37.2 <0.001

고혈압 30.8 26.6 27.3 25.5 28.0 31.0 36.2 38.7 <0.001

공복혈당장애 9.3 9.4 10.6 9.7 12.7 14.7 15.5 20.9 <0.001

표 17.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유병률

(n= 7,566)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변수별 결측값으로 인해 분석대상자의 수가 상이함

1)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 5가지 항목 중 정상범위를 벗어난 항목이 3가지 이상일 경우를 의미

2) 고허레둘레: 허리둘레≥90 cm(남성), 85 cm(여성); 고중성지질: 혈중 중성지질 농도≥150 mg/dL 또는 약물 치료 중인 경우; 저HDL-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농도<40 mg/dL(남성), 50 mg/dL(여성); 고혈압: 혈압≥130/85 mmHg 또는 고혈압약 복용; 공복혈당장애: 공복혈당≥110 mg/dL 또는 약

물 치료 중인 경우

3) Rao-Scott χ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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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비만, 고콜레스테롤혈

증,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고혈압의 발생

위험성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0-65%인 군에 비해 <45%인 군

에서 1.48배, 70-75%인 군에서 1.25배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 위험성은 60-65%인 군에 비해 ≥75%인

군에서 1.37배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비만, 고

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 간의 관

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미국의 45-64세를 대상으로 약 31년 간(1987-2017) 식사 섭취를 추적

조사한 Atherosclerosis Risk in Communities Study (ARIC) 자료를 분

석한 연구(Seidelmann et al., 2018)에 따르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과 사망 위험률의 관계는 U-곡선 형태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55%인 경우 사망 위험률이 가장 낮았고, <50%인 경우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이 감소할수록, >55%인 경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률의 증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높거나(≥

70%) 낮은(<45%) 수준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고혈압 혹은 저

HDL-콜레스테롤혈증과 관련이 있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탄수화물 섭취와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고중성지질혈증,

고혈압 혹은 공복혈당장애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고탄수화물 섭취는 저HDL-콜레스테롤혈

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17; Ha et al., 2018;

Song et al., 2017). 약 12년 간(2001-2002∼2013-2014) 49-69세를 추적

조사한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이용하여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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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5%

(n=527)

45-50%

(n=459)

50-55%

(n=740)

55-60%

(n=1,037)

60-65%

(n=1,342)

65-70%

(n=1,281)

70-75%

(n=1,116)

≥75%

(n=1,064)

OR (95% CI)1)

비만 (n=7,559) 1.25 (0.97-1.61) 1.15 (0.88-1.50) 1.11 (0.90-1.37) 1.14 (0.93-1.40) Ref. 0.98 (0.80-1.21) 0.89 (0.73-1.08) 1.05 (0.85-1.29)

고콜레스테롤혈증 (n=7,205) 0.89 (0.65-1.21) 0.87 (0.60-1.26) 0.97 (0.72-1.31) 0.81 (0.62-1.06) Ref. 0.81 (0.64-1.03) 0.79 (0.61-1.02) 0.86 (0.68-1.10)

대사증후군2) (n=7,334) 1.06 (0.79-1.42) 0.98 (0.69-1.40) 1.14 (0.86-1.53) 0.88 (0.68-1.15) Ref. 0.99 (0.79-1.24) 0.98 (0.76-1.27) 1.10 (0.86-1.40)

대사증후군 위험요인3)

(n=7,334)

고허리둘레 1.16 (0.88-1.52) 1.12 (0.84-1.50) 1.16 (0.91-1.49) 1.09 (0.87-1.36) Ref. 0.98 (0.79-1.22) 1.05 (0.84-1.32) 1.05 (0.83-1.32)

고중성지질 1.03 (0.81-1.30) 1.23 (0.92-1.63) 1.13 (0.90-1.44) 1.07 (0.86-1.34) Ref. 1.10 (0.91-1.33) 1.00 (0.81-1.24) 1.14 (0.92-1.40)

저HDL-콜레스테롤 1.00 (0.78-1.28) 0.89 (0.66-1.19) 1.07 (0.85-1.35) 1.13 (0.91-1.39) Ref. 1.18 (0.97-1.43) 1.20 (0.98-1.47) 1.37 (1.10-1.70)**

고혈압 1.48 (1.10-2.00)** 1.20 (0.89-1.61) 1.16 (0.91-1.48) 0.97 (0.77-1.22) Ref. 0.96 (0.79-1.18) 1.25 (1.00-1.55)* 1.10 (0.87-1.38)

공복혈당장애 0.96 (0.66-1.40) 0.94 (0.63-1.40) 1.05 (0.73-1.50) 0.83 (0.62-1.12) Ref. 0.99 (0.76-1.29) 1.01 (0.77-1.31) 1.10 (0.86-1.41)

표 18.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비만, 고콜레스테롤혈증, 대사증후군 위험성_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n= 7,566)

복합표본분석

성별, 연령, 에너지 섭취량을 보정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함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변수별 결측값으로 인해 분석대상자의 수가 상이함

1)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2) 대사증후군의 위험요인 5가지 항목 중 정상범위를 벗어난 항목이 3가지 이상일 경우를 의미

3) 고허리둘레: 허리둘레≥90 cm(남성), 85 cm(여성); 고중성지질: 혈중 중성지질 농도≥150 mg/dL 또는 약물 치료 중인 경우; 저HDL-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농도<40 mg/dL(남성), 50 mg/dL(여성); 고혈압: 혈압≥130/85 mmHg 또는 고혈압약 복용; 공복혈당장애: 공복혈당≥110 mg/dL 또는 약

물 치료 중인 경우

* p < 0.05, **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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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섭취비율을 4분위로 나누어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 위험성

을 분석한 연구(Cho et al., 2017)에 따르면, 제1사분위에 비해 제4사분위

에서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발생 위험성이 1.23배 높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낮은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대사증

후군 혹은 고중성지질혈증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다수 보고된 바

있다(Cho et al., 2017; Ha et al., 2018; Lee et al., 2018; Song et al.,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과 대사증

후군 혹은 고중성지질혈증 발생 위험성 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혹은 높은 수준의 탄수화물 에

너지 섭취비율을 참조변수로 선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간 수준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을 참조변수로 선정하였기에 선행 연구와 결과

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수화물 섭취와 고혈압 혹은 공복혈당장애 간의 관련성 여부는 연구

에 따라 상이한 실정이다(박민선 등 2014; Ha et al., 2018; Lee et al.,

2018; Park et al., 2010).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와 이러한 질병 간의 관

련성 여부를 명확하게 위하여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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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6-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성인(19-64세)을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45% 미만(<45%), 45% 이상 50%

미만(45-50%), 50% 이상 55% 미만(50-55%), 55% 이상 60% 미만

(55-60%), 60% 이상 65% 미만(60-65%), 65% 이상 70% 미만(65-70%),

70% 이상 75% 미만(70-75%), 75% 이상(≥75%)의 여덟 군으로 분류하

여 식생활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성인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의 평균은

각각 62.0%, 15.4%, 22.6%였다.

2) 매끼니별 상업적 외식 섭취자는 가정식 섭취자에 비해 탄수화물 에너

지 섭취비율은 낮은 반면, 단백질 및 지방 에너지 섭취비율은 높았다.

3) 우리나라 성인 중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은 7.9%,

45-50%는 6.8%, 50-55%는 10.6%, 55-60%는 14.2%, 60-65%는 18.2%,

65-70%는 16.6%, 70-75%는 13.6%, ≥75%은 12.1%였다.

4)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19-29세에 비해

39-49세와 50-64세에서, 도시거주자에 비해 농촌거주자에서, 가구소득수

준이 상인 경우에 비해 하, 중하, 중상에서,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에 비해 초졸이하, 중졸, 고졸에서,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 비해 4인,

5인 이상인 경우에서 증가하였다.

5) 여덟 군 간 식생활 특성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정섭취비(MAR)는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인 군에서 0.75 미만이었다.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의 영양소적정섭취비(NAR)는 모든 군에서 0.75 미만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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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타민 A와 칼슘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 비타민 C의 NAR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인 군에

서 가장 낮았다.

6)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각각을 평균필요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한

성인의 비율이 모든 군에서 50% 이상이었다. 비타민 A와 칼슘 섭취 부

족자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 비타민 C 섭

취 부족자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45%인 군에서 가장 높

았다.

7) 칸트의 방법에 기초한 식품군 점수는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65%인 군에 비해 <45% 혹은 ≥70%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았다.

칸트의 최소량 기준에 따라, 모든 식품군을 최소량 이상으로 섭취한 성

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75%인 군에 비해 <50%

혹은 ≥75%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우유·유제품군을 최소량 미만

으로 섭취한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5%인 군에

비해 ≥65%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8) 아침 식사를 주 5-7회 하는 성인의 비율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 군은 나머지 군에 비해 아침식

사를 잘 챙겨먹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과 미량영양소(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칼슘)를 EAR 미만으로 섭취하는 성인의 비율이 가

장 높았다.

9)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대사증후군 유병률, 공복혈당장애 유병률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5%인 군에서 가장 높았다. 고중성지질

혈증 유병률과 저HDL-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65%인 군에 비해 ≥65%인 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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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70%인 군에 비해 ≥70%인 군

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10) 고혈압의 발생 위험성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0-65%인 군

에 비해 <45%인 군(OR=1.48) 혹은 70-75%인 군(OR=1.25)에서 유의적

으로 높았다.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 위험성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60-65%인 군에 비해 ≥75%인 군(OR=1.37)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 결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65%인 군에 비해

<50% 혹은 ≥65%인 군에서 식사의 질이 낮았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60-65%인 군에 비해, 고혈압의 발생 위험성은 <45% 혹은

70-75%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발생 위

험성은 ≥75%인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종합하면,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55%인 군과 55-65%인 군 간 식생활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의 현재 기준인 55-65%에

50-55%를 추가하여 50-65%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차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의 기준 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단면 연구이므로, 탄

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과 식생활 특성 또는 대사증후군 위험성 간의 관

련성은 살펴볼 수 있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

없었다. 또한 제7기(2016-2017)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식품섭취조사

자료는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1일치의 영양소 혹은 식품의 섭취량을 조

사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일상 섭취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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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라 여덟 군으로

분류하고, 여덟 군에 따른 영양소 및 식품군 섭취량을 상대적으로 비교

하였기에 이러한 정확한 일상 섭취량과의 차이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보충제로부터 섭취한 영

양소는 포함하지 않고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영양소에 대하여 분석을 하

였으므로, 분석대상의 영양소 섭취량의 총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련 선행 연구보다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을 더

세분화하여 식생활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살펴본 연구라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관련 연구들의 대부분

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군은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

의 군으로 간주하여,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식

품군 섭취 혹은 질병 발생 위험성 등을 파악하는데 그쳤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0%인 군과 50-55%인 군 간

식생활 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성에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관련 연구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도 세분화하여 수행될 필

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인

경우와 대사증후군 혹은 이의 위험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코호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므로, 향후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이 55% 미만

인 군까지도 세분화하여 대사증후군 혹은 이의 위험요인 간의 인과관계

를 규명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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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37)

45-50%

(n=121)

50-55%

(n=166)

55-60%

(n=195)

60-65%

(n=219)

65-70%

(n=140)

70-75%

(n=110)

≥75%

(n=44)
p1)

평균±표준오차

에너지(kcal) 2,363±92a2) 2,154±97ab 2,054±72b 2,098±61b 1,907±55bc 1,775±71c 1,690±67c 1,581±120c <0.001

단백질(g) 119±5a 94±4b 87±3b 80±2c 70±2c 60±2d 52±2e 44±4e <0.001

지방(g) 111±5a 83±4b 69±2c 63±2d 47±1e 37±1f 28±1g 18±1h <0.001

비타민 A(㎍ RAE) 421±27 425±57 397±31 348±26 480±97 294±17 301±41 307±84 0.446

티아민(mg) 2.34±0.15a 1.89±0.11abc 1.86±0.08ab 1.81±0.06bc 1.54±0.05c 1.39±0.06c 1.33±0.06c 1.19±0.10c <0.001

리보플라빈(mg) 2.02±0.09a 1.68±0.09ab 1.71±0.07a 1.69±0.06ab 1.50±0.06ab 1.32±0.06b 1.08±0.04c 0.91±0.06c <0.001

니아신(mg) 22.9±1.3a 18.2±0.9ab 18.0±0.9ab 16.3±0.7bc 13.7±0.5cd 11.6±0.5de 10.6±0.5e 9.6±0.8de <0.001

비타민 C(mg) 57±8 59±5 58±5 59±7 59±4 64±6 60±10 83±12 0.101

칼륨(mg) 2,953±130 2,630±132 2,644±112 2,535±90 2,494±92 2,293±100 2,158±86 2,182±186 0.602

칼슘(mg) 475±29bc 475±28abc 473±24abc 524±27ab 502±22a 449±25ab 400±21abc 322±24c 0.001

인(mg) 1,356±57a 1,198±52ab 1,143±44ab 1,129±40abc 1,032±33bc 921±39c 798±33d 722±60d <0.001

철(mg) 15.6±1.0 13.8±0.7 15.6±1.1 13.2±0.5 14.0±0.8 11.2±0.5 15.1±2.0 11.2±1.5 0.041

에너지 섭취비율(%)

탄수화물 37.30±0.66h 47.79±0.14g 52.44±0.12f 57.39±0.11e 62.69±0.12d 67.19±0.13c 72.20±0.16b 78.83±0.47a <0.001

단백질 20.88±0.64a 17.95±0.59b 16.98±0.41b 15.33±0.36c 14.98±0.29c 13.71±0.26d 12.41±0.29e 10.87±0.41f <0.001

지방 41.82±0.75a 34.26±0.60b 30.58±0.38c 27.28±0.35d 22.33±0.29e 19.10±0.29f 15.38±0.32g 10.31±0.50h <0.001

부록 표 1. 우리나라 19-2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n=1,132)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에너지와 에너지 섭취비율은 성별, 연령을, 이외 변수는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순차 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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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286)

45-50%

(n=238)

50-55%

(n=396)

55-60%

(n=562)

60-65%

(n=696)

65-70%

(n=611)

70-75%

(n=450)

≥75%

(n=322)
p1)

평균±표준오차

에너지(kcal) 2,320±62a2) 2,182±53ab 2,142±44ab 2,062±40b 1,938±28c 1,923±32c 1,802±40cd 1,736±47d <0.001

단백질(g) 117±3a 102±3b 95±2c 82±1d 74±1e 68±1f 57±1g 48±1h <0.001

지방(g) 107.4±3.3a 81.1±2.1b 70.4±1.6c 60.4±1.3d 47.6±0.7e 39.4±0.7f 29.6±0.7g 19.0±0.6h <0.001

비타민 A(㎍ RAE) 549±52a 436±20ab 469±23a 415±17a 377±12abc 336±12c 322±13bc 255±12d <0.001

티아민(mg) 2.43±0.11a 2.05±0.07b 2.00±0.06b 1.87±0.05b 1.66±0.03c 1.64±0.04c 1.54±0.04c 1.44±0.04c <0.001

리보플라빈(mg) 2.14±0.07a 1.90±0.06b 1.82±0.04bc 1.69±0.03cd 1.55±0.03d 1.43±0.03e 1.23±0.03f 1.03±0.03g <0.001

니아신(mg) 24.2±1.0a 21.2±0.8b 20.4±0.6b 17.2±0.3c 15.4±0.3d 14.5±0.3e 12.7±0.3f 11.3±0.3g <0.001

비타민 C(mg) 66±4d 74±5c 93±7abc 82±4c 80±4abc 76±4bc 91±5a 94±7ab <0.001

칼륨(mg) 3,244±86 3,179±90 3,217±80 3,001±68 2,903±54 2,905±59 2,806±85 2,737±93 0.184

칼슘(mg) 531±22bcd 579±24ab 546±13abc 538±13ab 532±14a 483±11bc 446±13cd 399±14d <0.001

인(mg) 1,450±42a 1,372±39a 1,305±29a 1,188±24b 1,112±19b 1,045±18c 933±21d 818±24e <0.001

철(mg) 16.8±0.7 18.0±0.7 17.5±0.7 16.0±0.4 15.3±0.4 14.7±0.4 14.2±0.5 13.7±0.6 0.168

에너지 섭취비율(%)

탄수화물 38.42±0.35h 47.71±0.10g 52.57±0.08f 57.62±0.07e 62.56±0.06d 67.38±0.06c 72.40±0.08b 78.96±0.23a <0.001

단백질 20.40±0.38a 18.86±0.37b 17.86±0.27c 16.25±0.19d 15.50±0.16e 14.23±0.14f 12.88±0.12g 11.31±0.13h <0.001

지방 41.18±0.53a 33.43±0.38b 29.57±0.27c 26.13±0.20d 21.94±0.16e 18.39±0.16f 14.72±0.13g 9.73±0.18h <0.001

부록 표 2. 우리나라 30-4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n=3,561)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에너지와 에너지 섭취비율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이외 변수는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순차 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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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04)

45-50%

(n=100)

50-55%

(n=178)

55-60%

(n=280)

60-65%

(n=427)

65-70%

(n=530)

70-75%

(n=556)

≥75%

(n=698)
p1)

평균±표준오차

에너지(kcal) 2,067±107abc2) 2,087±81a 2,015±72a 1,985±46a 1,942±36ab 1,914±36ab 1,787±35bc 1,664±31c <0.001

단백질(g) 115±8a 102±4b 87±3c 85±2c 76±1d 68±1e 59±1f 46±1g <0.001

지방(g) 89.6±5.5a 75.2±3.2b 67.3±2.7c 55.2±1.4d 46.9±1.0e 38.5±0.8f 28.4±0.6g 16.9±0.4h <0.001

비타민 A(㎍ RAE) 775±205abc 544±57ab 479±34ab 456±23a 436±28ab 420±22ab 344±16bc 270±19c <0.001

티아민(mg) 2.34±0.21a 2.10±0.12ab 1.96±0.09abc 1.93±0.06ab 1.76±0.04bcd 1.71±0.04cd 1.57±0.04de 1.39±0.03e <0.001

리보플라빈(mg) 2.08±0.13a 1.96±0.10ab 1.79±0.07bc 1.75±0.05bc 1.61±0.04cd 1.49±0.03d 1.28±0.03e 0.98±0.02f <0.001

니아신(mg) 21.6±1.5a 19.7±0.9ab 18.6±0.9ab 17.9±0.5b 15.6±0.3c 14.7±0.3d 13.0±0.3d 10.9±0.2e <0.001

비타민 C(mg) 85±11bc 72±6c 94±7b 97±6ab 95±6b 109±7ab 98±7ab 107±6a <0.001

칼륨(mg) 3,266±177 3,337±168 3,320±115 3,411±122 3,219±64 3,245±77 3,117±78 2,910±74 0.233

칼슘(mg) 632±61ab 580±29ab 609±28ab 617±27a 554±14ab 551±15ab 500±14b 395±9c <0.001

인(mg) 1,423±79a 1,378±72ab 1,303±46a 1,274±33a 1,176±23b 1,115±22c 993±20d 812±17e <0.001

철(mg) 16.8±1.6ab 18.6±1.4ab 16.2±0.7ab 17.5±0.6a 16.2±0.4ab 16.6±0.5ab 14.9±0.3ab 13.6±0.4b 0.035

에너지 섭취비율(%)

탄수화물 38.91±0.54h 47.77±0.14g 52.51±0.13f 57.74±0.10e 62.60±0.08d 67.50±0.07c 72.35±0.07b 79.66±0.16a <0.001

단백질 22.27±0.85a 19.98±0.61b 17.61±0.37c 17.37±0.28c 15.82±0.18d 14.47±0.15e 13.42±0.12f 11.28±0.10g <0.001

지방 38.83±1.06a 32.25±0.61b 29.88±0.35c 24.89±0.29d 21.59±0.19e 18.03±0.16f 14.23±0.13g 9.06±0.13h <0.001

부록 표 3. 우리나라 50-64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n=2,873)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에너지와 에너지 섭취비율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이외 변수는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순차 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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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37)

45-50%

(n=121)

50-55%

(n=166)

55-60%

(n=195)

60-65%

(n=219)

65-70%

(n=140)

70-75%

(n=110)

≥75%

(n=44)
p1)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평균±표준오차

단백질(g) 0.97±0.01a2) 0.95±0.01ab 0.91±0.01bc 0.91±0.01bc 0.88±0.01cd 0.83±0.02de 0.78±0.02e 0.65±0.04f <0.001

비타민 A(㎍ RAE) 0.52±0.03ab 0.48±0.03ab 0.48±0.02a 0.42±0.02b 0.44±0.02ab 0.40±0.02ab 0.36±0.03ab 0.31±0.04b 0.014

티아민(mg) 0.93±0.01 0.93±0.01 0.92±0.01 0.93±0.01 0.89±0.01 0.89±0.02 0.87±0.02 0.83±0.04 0.641

리보플라빈(mg) 0.93±0.01a 0.89±0.02ab 0.88±0.02ab 0.88±0.02a 0.85±0.02ab 0.79±0.02bc 0.73±0.02c 0.63±0.04d <0.001

니아신(mg) 0.89±0.02ab 0.87±0.02a 0.84±0.02ab 0.83±0.02ab 0.77±0.02bc 0.70±0.02cd 0.67±0.03d 0.61±0.04d <0.001

비타민 C(mg) 0.41±0.03c 0.48±0.03bc 0.45±0.03bc 0.47±0.03bc 0.47±0.02b 0.48±0.03ab 0.43±0.03b 0.58±0.05a <0.001

칼슘(mg) 0.56±0.02c 0.58±0.03abc 0.59±0.02ab 0.62±0.02a 0.61±0.02a 0.56±0.03a 0.52±0.02ab 0.43±0.03bc <0.001

인(mg) 0.97±0.01a 0.97±0.01a 0.94±0.01a 0.95±0.01a 0.94±0.01a 0.91±0.02a 0.89±0.02ab 0.81±0.03b <0.001

철(mg) 0.86±0.02 0.83±0.02 0.81±0.02 0.83±0.02 0.80±0.02 0.76±0.03 0.78±0.02 0.69±0.04 0.550

평균

적정섭취비(MAR)
0.78±0.01a 0.78±0.01ab 0.76±0.01abc 0.76±0.01ab 0.74±0.01bc 0.70±0.02cd 0.67±0.02de 0.61±0.03e <0.001

부록 표 4. 우리나라 19-2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적정섭취비 및 평균적정섭취비

(n=1,132)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단백질의 NAR과 MAR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이외 변수의 NAR은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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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286)

45-50%

(n=238)

50-55%

(n=396)

55-60%

(n=562)

60-65%

(n=696)

65-70%

(n=611)

70-75%

(n=450)

≥75%

(n=322)
p1)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평균±표준오차

단백질(g) 0.98±0.01ab2) 0.99±0.005a 0.97±0.005b 0.97±0.004b 0.94±0.01c 0.91±0.01d 0.87±0.01e 0.80±0.01f <0.001

비타민 A(㎍ RAE) 0.57±0.02ab 0.56±0.02ab 0.57±0.02a 0.51±0.01b 0.49±0.01b 0.44±0.01c 0.43±0.01c 0.36±0.01d <0.001

티아민(mg) 0.94±0.01ab 0.96±0.01a 0.95±0.01ab 0.95±0.01a 0.94±0.01a 0.93±0.01ab 0.92±0.01ab 0.89±0.01b 0.007

리보플라빈(mg) 0.95±0.01a 0.93±0.01a 0.92±0.01a 0.91±0.01a 0.88±0.01a 0.84±0.01b 0.79±0.01c 0.69±0.02d <0.001

니아신(mg) 0.93±0.01a 0.91±0.01ab 0.89±0.01ab 0.88±0.01ab 0.84±0.01bc 0.82±0.01c 0.76±0.01d 0.70±0.02e <0.001

비타민 C(mg) 0.52±0.02c 0.56±0.02b 0.60±0.02ab 0.57±0.01b 0.58±0.01ab 0.55±0.02b 0.59±0.02a 0.58±0.02ab <0.001

칼슘(mg) 0.63±0.02cd 0.68±0.02a 0.67±0.01a 0.66±0.01a 0.64±0.01a 0.61±0.01ab 0.57±0.01bc 0.51±0.01d <0.001

인(mg) 0.98±0.01abc 0.99±0.004a 0.98±0.004a 0.98±0.004a 0.97±0.004ab 0.95±0.01bc 0.93±0.01c 0.89±0.01d <0.001

철(mg) 0.89±0.01c 0.91±0.01abc 0.90±0.01ab 0.89±0.01ab 0.87±0.01ab 0.86±0.01bc 0.84±0.01bc 0.82±0.02bc 0.024

평균
적정섭취비(MAR)

0.82±0.01a 0.83±0.01a 0.83±0.01a 0.81±0.01ab 0.80±0.01b 0.77±0.01c 0.75±0.01c 0.69±0.01d <0.001

부록 표 5. 우리나라 30-4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적정섭취비 및 평균적정섭취비

(n=3,561)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단백질의 NAR과 MAR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이외 변수의 NAR은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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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04)

45-50%

(n=100)

50-55%

(n=178)

55-60%

(n=280)

60-65%

(n=427)

65-70%

(n=530)

70-75%

(n=556)

≥75%

(n=698)
p1)

영양소

적정섭취비(NAR)
평균±표준오차

단백질(g) 0.98±0.01ab2) 0.98±0.01a 0.96±0.01ab 0.97±0.004ab 0.95±0.01b 0.92±0.01c 0.88±0.01d 0.78±0.01e <0.001

비타민 A(㎍ RAE) 0.58±0.04abc 0.64±0.03a 0.61±0.02ab 0.57±0.02abc 0.54±0.02bc 0.52±0.01c 0.46±0.01d 0.37±0.01e <0.001

티아민(mg) 0.93±0.02ab 0.96±0.01ab 0.93±0.01ab 0.96±0.01a 0.95±0.01a 0.93±0.01ab 0.92±0.01ab 0.89±0.01b 0.001

리보플라빈(mg) 0.94±0.02ab 0.95±0.02a 0.93±0.01a 0.92±0.01a 0.88±0.01ab 0.86±0.01b 0.79±0.01c 0.68±0.01d <0.001

니아신(mg) 0.89±0.02ab 0.92±0.02a 0.86±0.02ab 0.88±0.01a 0.85±0.01a 0.82±0.01b 0.76±0.01c 0.69±0.01d <0.001

비타민 C(mg) 0.57±0.04 0.58±0.03 0.64±0.03 0.65±0.02 0.62±0.02 0.64±0.02 0.62±0.02 0.63±0.02 0.145

칼슘(mg) 0.64±0.03abc 0.69±0.03ab 0.71±0.02a 0.69±0.02a 0.66±0.01ab 0.66±0.01ab 0.60±0.01b 0.50±0.01c <0.001

인(mg) 0.97±0.01ab 0.99±0.005ab 0.98±0.01ab 0.99±0.003a 0.98±0.004a 0.97±0.01ab 0.95±0.01b 0.89±0.01c <0.001

철(mg) 0.95±0.01abc 0.97±0.01ab 0.97±0.01abc 0.98±0.004a 0.97±0.01ab 0.96±0.01ab 0.95±0.01b 0.92±0.01c <0.001

평균
적정섭취비(MAR)

0.83±0.02ab 0.85±0.01a 0.84±0.01a 0.85±0.01a 0.83±0.01ab 0.81±0.01b 0.77±0.01c 0.70±0.01d <0.001

부록 표 6. 우리나라 50-64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적정섭취비 및 평균적정섭취비

(n=2,873)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단백질의 NAR과 MAR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이외 변수의 NAR은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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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37)

45-50%

(n=121)

50-55%

(n=166)

55-60%

(n=195)

60-65%

(n=219)

65-70%

(n=140)

70-75%

(n=110)

≥75%

(n=44)
p1)

평균±표준오차

단백질
(g/1000 kcal)

52.2±1.6a2) 44.8±1.4b 42.4±1.0b 38.3±0.8c 37.4±0.7c 34.2±0.6d 31.0±0.7e 27.1±1.0f <0.001

비타민 A
(㎍ RAE/1000 kcal)

174±8 218±33 185±9 177±16 248±42 167±8 188±23 186±35 0.533

티아민
(mg/1000 kcal)

0.98±0.03a 0.90±0.04abc 0.91±0.02ab 0.88±0.02abc 0.83±0.03bc 0.80±0.02c 0.82±0.03bc 0.77±0.03c <0.001

리보플라빈
(mg/1000 kcal)

0.88±0.03a 0.81±0.03ab 0.84±0.02a 0.83±0.02ab 0.81±0.02ab 0.74±0.02bc 0.66±0.02cd 0.60±0.03d <0.001

니아신
(mg/1000 kcal)

10.1±0.6a 8.9±0.4ab 8.8±0.3ab 7.8±0.3bc 7.4±0.2cd 6.6±0.1d 6.5±0.2d 6.3±0.4d <0.001

비타민 C
(mg/1000 kcal)

26±4b 30±3b 27±2b 30±3b 31±2b 35±3b 34±4b 57±7a 0.017

칼슘
(mg/1000 kcal)

207±10c 237±14abc 239±10abc 251±10ab 277±11a 253±13ab 244±11abc 221±18bc 0.003

철
(mg/1000 kcal)

7.1±0.4 6.7±0.3 7.7±0.5 6.2±0.1 7.6±0.6 6.3±0.2 8.8±0.9 7.1±0.8 0.007

부록 표 7. 우리나라 19-2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밀도

(n=1,132)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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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286)

45-50%

(n=238)

50-55%

(n=396)

55-60%

(n=562)

60-65%

(n=696)

65-70%

(n=611)

70-75%

(n=450)

≥75%

(n=322)
p1)

평균±표준오차

단백질
(g/1000 kcal)

50.9±0.9a2) 47.1±0.9b 44.6±0.6c 40.6±0.4d 38.7±0.3e 35.5±0.3f 32.2±0.3g 28.2±0.3h <0.001

비타민 A
(㎍ RAE/1000 kcal)

236±19ab 204±9ab 225±10a 206±9abc 202±7abc 177±6c 188±9bc 154±6d <0.001

티아민
(mg/1000 kcal)

1.02±0.03a 0.95±0.02abc 0.94±0.02b 0.92±0.01bc 0.87±0.01cd 0.86±0.01d 0.88±0.02cd 0.84±0.01d <0.001

리보플라빈
(mg/1000 kcal)

0.94±0.02a 0.87±0.01b 0.86±0.01b 0.85±0.01bc 0.81±0.01c 0.74±0.01d 0.68±0.01e 0.59±0.01f <0.001

니아신
(mg/1000 kcal)

10.6±0.3a 9.6±0.2b 9.5±0.2b 8.5±0.1c 8.2±0.1c 7.7±0.1d 7.2±0.1e 6.6±0.1f <0.001

비타민 C
(mg/1000 kcal)

29±2e 33±2de 45±3bc 41±2cd 42±2bcd 40±2cd 51±2b 54±3ab <0.001

칼슘
(mg/1000 kcal)

243±11bcde 271±9bcd 266±6bcd 269±5abc 280±5ab 254±4cd 252±5de 234±6e <0.001

철
(mg/1000 kcal)

7.4±0.2 8.3±0.3 8.1±0.2 7.9±0.1 7.9±0.1 7.7±0.1 8.0±0.2 7.8±0.2 0.177

부록 표 8. 우리나라 30-4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밀도

(n=3,561)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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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04)

45-50%

(n=100)

50-55%

(n=178)

55-60%

(n=280)

60-65%

(n=427)

65-70%

(n=530)

70-75%

(n=556)

≥75%

(n=698)
p1)

평균±표준오차

단백질
(g/1000 kcal)

55.6±2.1a2) 49.9±1.5b 44.0±0.9c 43.4±0.6c 39.5±0.4d 36.1±0.3e 33.5±0.2f 28.2±0.2g <0.001

비타민 A
(㎍ RAE/1000 kcal)

324±54a 259±21a 258±22a 230±10a 231±17a 222±11a 199±10a 162±8b <0.001

티아민
(mg/1000 kcal)

1.10±0.06a 1.02±0.03a 0.96±0.02abc 0.98±0.02ab 0.92±0.01bc 0.89±0.01cd 0.90±0.02bcd 0.85±0.01d <0.001

리보플라빈
(mg/1000 kcal)

1.04±0.05a 0.95±0.03ab 0.91±0.02b 0.89±0.02bc 0.83±0.01c 0.79±0.01d 0.71±0.01e 0.59±0.01f <0.001

니아신
(mg/1000 kcal)

10.5±0.5a 9.9±0.5ab 9.2±0.3ab 9.1±0.2b 8.1±0.1c 7.7±0.1d 7.4±0.1d 6.6±0.1e <0.001

비타민 C
(mg/1000 kcal)

42±5bc 39±4c 47±3bc 48±3bc 51±3bc 56±3ab 54±3ab 66±3a 0.001

칼슘
(mg/1000 kcal)

320±27a 288±14a 324±15a 314±10a 293±7a 297±7a 290±9a 243±4b <0.001

철
(mg/1000 kcal)

8.1±0.4 9.0±0.5 8.2±0.2 9.0±0.2 8.5±0.1 8.9±0.3 8.5±0.1 8.3±0.3 0.058

부록 표 9. 우리나라 50-64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밀도

(n=2,873)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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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132)

부록 그림 1. 우리나라 19-2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시 영양소 섭취 부족자로 분류함

Rao-Scott χ2 분석, *p<0.05, **p<0.005, ***p<0.001



- 93 -

(n=3,561)

부록 그림 2. 우리나라 30-4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시 영양소 섭취 부족자로 분류함

Rao-Scott χ2 분석,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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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873)

부록 그림 3. 우리나라 50-64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영양소 섭취 부족자 비율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평균필요량 미만 섭취 시 영양소 섭취 부족자로 분류함

Rao-Scott χ2 분석,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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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37)

45-50%

(n=121)

50-55%

(n=166)

55-60%

(n=195)

60-65%

(n=219)

65-70%

(n=140)

70-75%

(n=110)

≥75%

(n=44)
p1)

평균±표준오차

곡류군 (g) 219±11f2) 300±22e 321±14d 363±14bc 322±11c 318±13bc 338±16a 331±31ab <0.001

어육류군 (g) 488±24a 389±36ab 337±17b 301±16b 273±16bc 202±14d 182±21cd 121±21d <0.001

채소군 (g) 264±15 242±21 244±20 251±15 244±13 245±20 253±22 235±32 0.416

과일군 (g) 67±13c 79±12bc 87±13bc 86±15bc 104±11ab 104±16ab 104±20ab 191±39a 0.005

우유·유제품군 (g) 107±18 137±17 110±15 124±13 127±15 133±18 94±13 77±23 0.303

부록 표 10. 우리나라 19-2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

(n=1,132)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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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286)

45-50%

(n=238)

50-55%

(n=396)

55-60%

(n=562)

60-65%

(n=696)

65-70%

(n=611)

70-75%

(n=450)

≥75%

(n=322)
p1)

평균±표준오차

곡류군 (g) 205±9h2) 270±10g 301±9f 331±9e 335±6d 365±8c 368±11b 392±13a <0.001

어육류군 (g) 540±23a 442±18b 408±15b 322±10c 291±9c 276±10c 212±9d 156±10e <0.001

채소군 (g) 351±16b 373±18ab 378±13ab 336±10b 335±9ab 362±11a 346±12ab 326±13ab 0.032

과일군 (g) 111±13e 125±15de 133±10de 167±12cd 160±11c 173±11bc 212±15ab 257±22a <0.001

우유·유제품군 (g) 76±13abc 115±14ab 95±7ab 108±8a 98±7ab 72±6bc 56±5c 46±6c <0.001

<45%

(n=104)

45-50%

(n=100)

50-55%

(n=178)

55-60%

(n=280)

60-65%

(n=427)

65-70%

(n=530)

70-75%

(n=556)

≥75%

(n=698)
p1)

평균±표준오차

곡류군 (g) 175±16h2) 241±14g 266±12f 287±10e 311±8d 336±8c 362±11b 364±10a <0.001

어육류군 (g) 476±31a 427±31ab 360±19b 358±15b 303±11c 277±10cd 234±11d 151±8e <0.001

채소군 (g) 353±29b 412±31ab 419±24a 421±26ab 386±12ab 417±14a 398±13a 369±13a 0.020

과일군 (g) 140±22de 122±20e 190±21cd 227±19bc 247±16b 254±15b 238±15b 330±16a <0.001

우유·유제품군 (g) 94±18ab 68±11abc 104±12ab 106±11a 98±8a 77±5ab 66±6b 38±4c <0.001

부록 표 11. 우리나라 30-4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

(n=3,561)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g>h

부록 표 12. 우리나라 50-64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량

(n=2,873)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성별, 연령, 에너지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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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37)

45-50%

(n=121)

50-55%

(n=166)

55-60%

(n=195)

60-65%

(n=219)

65-70%

(n=140)

70-75%

(n=110)

≥75%

(n=44)
p1)

식품군 점수 평균±표준오차

3.58±0.06b2) 3.78±0.07ab 3.69±0.08ab 3.77±0.08ab 3.84±0.06a 3.87±0.08a 3.71±0.10ab 3.47±0.10b 0.004

%

1 0.3 0.3 1.0 1.1 0 0 1.1 0

0.132

2 2.8 1.6 6.4 4.8 2.5 3.0 6.4 6.6

3 46.5 33.8 34.3 31.5 31.1 32.9 33.9 47.1

4 39.7 48.6 39.6 40.8 46.2 37.9 37.4 39.1

5 10.6 15.7 18.7 21.8 20.2 26.2 21.2 7.2

부록 표 13. 우리나라 19-2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점수 및 식품군 점수 분포

(n=1,132)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Rao-Scott χ2 분석 혹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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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286)

45-50%

(n=238)

50-55%

(n=396)

55-60%

(n=562)

60-65%

(n=696)

65-70%

(n=611)

70-75%

(n=450)

≥75%

(n=322)
p1)

식품군 점수 평균±표준오차

3.74±0.05cd2) 3.85±0.05abcd 3.92±0.04abc 4.00±0.04a 3.93±0.03ab 3.81±0.04bcd 3.92±0.04abc 3.74±0.06d <0.001

%

1 0.6 0 0 0 0.5 0.6 0.2 0.9

<0.001

2 0.9 0.2 1.6 0.7 0.4 1.6 1.8 5.4

3 37.7 35.2 28.5 27.0 31.5 34.2 26.4 29.3

4 44.9 44.1 46.6 44.3 41.0 43.3 48.9 47.9

5 15.8 20.5 23.3 28.0 26.7 20.4 22.6 16.5

부록 표 14. 우리나라 30-4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점수 및 식품군 점수 분포

(n=3,561)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Rao-Scott χ2 분석 혹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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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04)

45-50%

(n=100)

50-55%

(n=178)

55-60%

(n=280)

60-65%

(n=427)

65-70%

(n=530)

70-75%

(n=556)

≥75%

(n=698)
p1)

식품군 점수 평균±표준오차

3.96±0.07abcd2) 3.77±0.09cd 4.09±0.07ab 4.12±0.05a 4.09±0.05a 4.09±0.04a 3.96±0.04bc 3.79±0.04d <0.001

%

1 0 0 0 0 0 0 0.2 0.1

<0.001

2 0.5 2.5 0 0.3 0.3 0.7 2.4 5.3

3 24.2 37.9 26.4 20.2 24.5 20.0 24.5 27.6

4 54.5 39.5 38.5 46.6 41.0 48.6 47.1 50.0

5 20.9 20.1 35.0 32.9 34.2 30.7 25.7 17.0

부록 표 15. 우리나라 50-64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점수 및 식품군 점수 분포

(n=2,873)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Rao-Scott χ2 분석 혹은 성별, 연령을 공변량으로 한 공분산분석을 실시함

2) 사후검정: Holm-Bonferroni,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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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37)

45-50%

(n=121)

50-55%

(n=166)

55-60%

(n=195)

60-65%

(n=219)

65-70%

(n=140)

70-75%

(n=110)

≥75%

(n=44)
p2)

DMGFV1) %

11111 10.6 15.7 18.7 21.8 20.2 26.2 21.2 7.2

<0.001

01111 16.3 19.9 14.5 15.0 17.5 11.5 12.1 20.8

11101 23.4 28.7 24.7 25.5 28.0 23.6 23.0 8.0

01101 42.4 28.6 32.3 29.9 28.9 27.7 29.5 27.7

Others 7.3 7.1 9.8 7.8 5.4 11.0 14.2 36.3

부록 표 16. 우리나라 19-2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 패턴

(n=1,132)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D: 우유·유제품군, M: 어육류군, G: 곡류군, F: 과일군, V: 채소군을 의미함

DMGFV 순서대로 각 식품군별 최소량 이상을 섭취한 경우는 1, 최소량 미만을 섭취한 경우는 0을 조합하여 분류하였음

(예, DMGFV=11111은 각 식품군별 최소량을 모두 섭취한 경우를 의미함)

곡류군과 우유·유제품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15 g, 액체식품은 30 g,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30 g, 액체식품은 60 g

2) Rao-Scott χ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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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286)

45-50%

(n=238)

50-55%

(n=396)

55-60%

(n=562)

60-65%

(n=696)

65-70%

(n=611)

70-75%

(n=450)

≥75%

(n=322)
p2)

DMGFV1) %

11111 15.8 20.5 23.3 28.0 26.7 20.4 22.6 16.5

<0.001

01111 28.4 22.3 27.1 27.8 24.8 30.4 38.8 40.1

11101 14.5 20.1 19.2 16.4 15.7 11.6 8.9 6.1

01101 35.4 34.1 26.5 26.1 30.0 33.6 25.5 22.8

Others 5.9 3.0 3.9 1.7 2.8 4.0 4.2 14.5

부록 표 17. 우리나라 30-49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 패턴

(n=3,561)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D: 우유·유제품군, M: 어육류군, G: 곡류군, F: 과일군, V: 채소군을 의미함

DMGFV 순서대로 각 식품군별 최소량 이상을 섭취한 경우는 1, 최소량 미만을 섭취한 경우는 0을 조합하여 분류하였음

(예, DMGFV=11111은 각 식품군별 최소량을 모두 섭취한 경우를 의미함)

곡류군과 우유·유제품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15 g, 액체식품은 30 g,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30 g, 액체식품은 60 g

2) Rao-Scott χ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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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104)

45-50%

(n=100)

50-55%

(n=178)

55-60%

(n=280)

60-65%

(n=427)

65-70%

(n=530)

70-75%

(n=556)

≥75%

(n=698)
p2)

DMGFV1) %

11111 20.9 20.1 35.0 32.9 34.2 30.7 25.7 17.0

<0.001

01111 31.9 25.3 27.4 36.2 34.0 40.3 38.5 45.1

11101 20.6 14.2 11.1 10.2 6.5 7.7 6.9 1.5

01101 24.2 37.9 25.3 19.7 23.1 18.1 23.2 17.3

Others 2.4 2.5 1.2 1.0 2.2 3.2 5.7 19.1

부록 표 18. 우리나라 50-64세 성인의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비율 수준에 따른 식품군 섭취 패턴

(n=2,873)

복합표본분석

<45%: 45% 미만, 45-50%: 45% 이상 50% 미만, 50-55%: 50% 이상 55% 미만, 55-60%: 55% 이상 60% 미만, 60-65%: 60% 이상 65% 미만, 65-70%:

65% 이상 70% 미만, 70-75%: 70% 이상 75% 미만, ≥75%: 75% 이상

1) D: 우유·유제품군, M: 어육류군, G: 곡류군, F: 과일군, V: 채소군을 의미함

DMGFV 순서대로 각 식품군별 최소량 이상을 섭취한 경우는 1, 최소량 미만을 섭취한 경우는 0을 조합하여 분류하였음

(예, DMGFV=11111은 각 식품군별 최소량을 모두 섭취한 경우를 의미함)

곡류군과 우유·유제품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15 g, 액체식품은 30 g, 어육류군, 채소군, 과일군의 최소량 기준은 고형식품은 30 g, 액체식품은 60 g

2) Rao-Scott χ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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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etary characteristics and metabolic syndrome risk

according to the level of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among Korean adults:

Analysis of the 2016-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Sue Min Soh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intake of animal-source food has increased, the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has decreased continuously among Korea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etary characteristics and

the metabolic syndrome risk of Korean adults by segmenting them

according to the level of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Using the

2016-2017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 a total of 7,566 Korean adults were segmented into eight groups

according to the level of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as follows:

less than 45% (<45%; n=527), 45% to less than 50% (45-50%;

n=459), 50% to less than 55% (50-55%; n=740), 55% to less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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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55-60%; n=1,037), 60% to less than 65% (60-65%; n=1,342),

65% to less than 70% (65-70%; n=1,281), 70% to less than 75%

(70-75%; n=1,116), and 75% or more (≥75%; n=1,064).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related to the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As the result,

the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increased in women than in

men, and in 39-49 years and 50-64 years than 19-29 years. In

addition, it increased in those whose household income level was

medium-high or less compared to those with high household income

level, and in those whose education level was high school graduate or

less compared to those with higher than college graduate. To test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ietary characteristics among eight

groups, Rao-Scott χ2 test or analysis of covariance (ANCOVA) was

conducted with gender, age or total energy intake as covariates. As

the result, the mean adequacy ratio was below 0.75 in the groups of

≥70%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The prevalence of those with

insufficient intake of vitamin A or calcium was highest in the group

of ≥7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and that of those with

insufficient intake of vitamin C was highest in the group of <4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the

percentage of those with a dietary diversity score of 5 among

subjects was much lower in the groups of <50% or ≥7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consumed

less dairy products than the minimum amount (for solid 15 g, for

liquid 30 g) was higher in the groups of ≥6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To test association between the level of energy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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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carbohydrate and metabolic syndrome or its risk factors (high

waist circumference, hypertriglyceridemia, low HDL-cholesterolemia,

hypertension, and impaired fasting glucos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conducted. As the result, compared to the group of

60-6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hypertension was more

likely to be present in the groups of <45% (OR=1.48) or 70-75%

(OR=1.2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and low

HDL-cholesterolemia was more likely to be present in the group of

≥75% (OR=1.37)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Diet quality was

much lower in the groups of <50% or ≥6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compared to the other groups. Hypertension or low

HDL-cholesterolemia was more likely to be present in the groups of

<45% or ≥70%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compared to the

group of 60-6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In conclusion,

there was no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dietary characteristics and

metabolic syndrome risk between the groups of 50-55% and 55-65%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expand

the current standard of energy intake from carbohydrate for Korean

adults, which is 55-65%, to include 50-55%.

keywords: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 (AMDR),

dietary reference intakes, nutrition survey, diet quality

Student Number: 2017-2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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