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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VI-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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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 Soyeong, Kweon Sanghui, Oh Kyungwon

BACKGROUND: Although dietary fiber could be an important dietary factor for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there was no report on dietary fiber intake in the national Korean survey because of the absence of a proper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The purpose of this work by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was to develop a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for assessing dietary fiber intakes.
METHODOLOGY: The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was developed by compiling the food composition tables published by
the agencies of Korea, United States, and Japan. When there was no available data from the same species or state of food
(dried, boiled, etc.), the values were determined by estimating from the same species with different states or substituting
familiar species according to biosystematic grouping. Using KNHANES VI-3 (2015) microdata and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the Koreans’ dietary fiber intake was estimated.
RESULTS: Among the 5,119 food items in the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the proportion of items of which dietary fiber
contents were taken from the analytical values of the same foods was 41.0 %, and the estimated values were used for 46.4
% of food items. The rest was assumed as zero, or estimated with recipe database and nutrition labeling. Mean daily intake
of dietary fiber was 22.7 g (11.4 g/1,000 kcal). The major food groups contributing to dietary fiber intakes were vegetables
and cereals.
CONCLUSION: This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could serve as a useful database for assessing dietary fiber intakes and
for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dietary fiber intakes and noncommunicable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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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말

최근에 발간된 식품성분표 제8개정판(2011)에도 수록식품 2,757개
중 38.8 %인 1,069개 식품에 대해서만 식이섬유 값을 제공하고 있

식이섬유는 사람의 체내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아 소화되

어 이에 의존하여 식이섬유 섭취량을 산출할 경우 상당한 과소평가

지 않는 고분자화합물로, 펙틴, 검, 뮤실리지, 셀룰로오스, 리그닌 등

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감안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이섬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다. 식이섬유가 비만, 심뇌혈관계질환, 대장암,

유 섭취량 산출을 위한 성분표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유용하다는 연구가 다

에, 식품별 식이섬유 성분 자료 수집 및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의 과

수 존재하여 식이섬유에 대한 연구 수요는 높지만 식이섬유에 해당

정을 거쳐 식이섬유 성분표를 구축하였다.

하는 화합물의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으며 이를 한꺼번에 정량하

구축이 완료된 식이섬유 성분표를 활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는 분석도 어려워 최근까지도 식품별 식이섬유 함량 분석치를 충실

제6기(2013-2015) 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식이섬유 섭취량을 산출하

히 담고 있는 식품성분표가 부족한 형편이다. 대부분의 영양조사는

여 공표하고 원시자료에도 이를 포함하여 공개하였다. 본고에서는

대상자들이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을 묻고 각각의 음식을 구성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및 원시자료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이해를

고 있는 식품별로 식품성분표 상의 영양소 함량을 연결시켜 최종적

돕고자 국민건강영양조사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 방법을 자세히 설

으로 영양소 섭취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식품성분표에 따라 산출되

명하고 제6기 3차년도(2015) 식이섬유 섭취량과 주요 급원식품군에

는 영양소 섭취량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국민

대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의 건강 및 영양에 관한 국가 통계 산출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국민
건강영양조사에서도 그간 식이섬유 섭취량을 산출하지 못했고, 식
이섬유 섭취량 결과는 식이섬유 섭취 기준 설정, 식이섬유 섭취와

몸말

질환과의 관련성 연구 등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식이섬유 성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 및 식이섬유 섭취량 산출 방법

분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지방산의 경우에도 만성질환 위험요인으로서의 포화지방산 섭

식이섬유 성분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처리용 식품별 영양

취량 산출 수요가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산 성분표가 불충분

성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있는 식품 5,126개를 대상으로 구축

하여 산출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처리 및 영

을 검토하였다.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에 사용한 자료원은 국내외 국

양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국가 기관에서 발간한 식품성분

가기관에서 발간한 식품성분표로 한정하였으며, 고형분량을 계산

표 자료를 자료원으로 하여 지방산 성분표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영

할 수 있도록 수분 함량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자료에 한해 이용하

양조사 제6기 1차년도(2013) 자료부터 우리 국민의 지방산 섭취 현

였다. 식이섬유 성분표를 구축하는데 사용한 자료원은 2016년 2월

황을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1]. 지방산 성분표를 구축하면서 정립한

우리나라[2, 3, 4], 미국[5], 일본[6]의 국가기관에서 발간된 최근의

자료원 검토 및 성분표 작성 원칙을 활용하여 식이섬유 성분표 개발

식품성분표이며,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에 사용된 자료원별 특징은

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내외 식이섬유 함량을 수록한 식

Table 1에 나타내었다.

품성분표를 검토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식품성분표도 식품마다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지방산 성분표 구축 시에 수립했던 원칙[1]

른 방법으로 분석된 식이섬유 값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의 부족한

을 기본으로 하여 식이섬유 특성에 맞춰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부분이 있지만 자국민의 주요 섭취 식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식이섬

건강영양조사 중 영양조사 자료처리용 성분표 구축 방안 및 질 관

유 분석값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 단위 영양조사 자료로

리 방향 논의를 위해 운영 중인 기초영양데이터베이스위원회를 통

부터 식이섬유 섭취량을 산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 검토하여 구축 방법을 확정하였다.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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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table used for establishing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Data sources

Food Composition
Table (KFCT) [2]

The year
The organization of publication of latest
publication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Update
period

The number of
The number
food items with
Food groups
of
dietary fiber
food items
content

The type of dietary fiber

2011

5 years

all

2,757

1,069

total,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

Chemical Composition National Fisheries Research
of Marine Products
and Development Institute,
(CCMP) [3]
Korea

2009

4-5
years

seaweeds

370

22

total dietary fiber, acid
detergent fiber, lignin

Restaurant Meal
Composition Table
(RMCT) [4]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Korea

2015

none

readyto-eat food

393

393

total dietary fiber

Standard Reference
(SR) [5]

Department of Agriculture,
United States

2015

1 year

all

8,195

8,195

total dietary fiber

Standard Table of
Food Composition
(JSTFC) [6]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Japan

2015

5 years

all

2,191

1,229

total, soluble, and
insoluble dietary fiber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자료원의 식품 목록 중 구축 대상 식품과 원

일본이나 미국의 식품성분표[5, 6]에서 미량으로 간주하여 ‘0’으로

재료 및 상태(건조, 가공·조리 등)가 일치하는 식품의 식이섬유 함

처리하고 있는 식품은 동일하게 ‘0’으로 처리하였다. 수용성 식이섬

량을 우선 사용하였고, 일치하는 식품이 없을 경우 상태가 달라도

유가 첨가된 유제품의 경우 첨가 여부는 표시되어있으나 첨가된 함

원재료가 동일한 식품의 식이섬유 함량을 사용하였다. 원재료가 일

량을 나타낸 제품이 없고 일본이나 미국의 식품성분표에서도 일괄

치하는 식품이 없을 경우 생물학적 분류(종, 속, 과 등), 조직 특성

‘0’으로 처리하고 있어 동일하게 ‘0’으로 처리하였다.

(잎, 뿌리 등), 주재료 등을 고려하여 구축 대상 식품과 가장 유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처리용 식품별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식품의 식이섬유 함량을 사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별 영

의 영양성분과 자료원으로부터 차용한 식이섬유의 균형을 맞추기

양성분 데이터베이스의 영양성분 함량이 국외 식품성분표에서 차용

위해 고형분량(100-수분 함량)에 비례하여 식이섬유 함량 조정을

된 식품은 동일한 국외 자료원으로부터 식이섬유 함량을 차용했다.

하였다. 예를 들어, 고사리 데친 것의 식이섬유 함량은 고사리 생것

두 개 이상의 자료원에 사용가능한 식품이 있는 경우 국내 자료 및

의 고형분량 대비 식이섬유 함량 비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조섬

최근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국외 자료원 중에는 식품의 특

유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식이섬유 함

성을 고려하여 생산 및 가공 방법 등이 더 유사한 나라의 자료원을

량이 조섬유 함량보다 더 낮은 경우 계산과정과 차용한 식품을 재확

이용하였다.

인하고, 유사 식품들과 비교·검토를 통해 보완하였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제품별 식이섬유 함량을 확인하기

식이섬유 섭취량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식

어려운 경우 상용 식품명이 동일하면 제조회사, 제품명에 상관없이

품섭취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식품섭취조사를 완

모두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양념된 오징어젓과 같이 여러 식품재료

료한 대상자 수는 총 6,628명이었다. 원시자료와 식이섬유 성분표

가 합해진 음식 형태의 식품 중 국내외 자료가 없는 경우 국민건강

는 식품코드를 기준으로 연결시켰으며, 식이섬유 섭취량과 더불어

영양조사 음식별 식품재료량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구성식품

에너지 1,000 kcal 당 식이섬유 섭취량을 산출하여 2015 한국인 영

들의 식이섬유 함량으로부터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동물성 식품, 주

양소 섭취기준과 비교하였다. 식이섬유 섭취에 주로 기여한 식품군

류, 유지류 등은 식이섬유 함량이 제시되어있는 자료가 거의 없고,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군별 식이섬유 섭취량을 산출하였으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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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 data sources

•Domestic sources: KFCT (2011) [2], CCMP (2009) [3], RMCT (2012~2015) [4]
•Foreign sources: SR (2015) [5], JSTFC (2015) [6]

Food matching

•Matched same food
•Matched with similar food when same food was not available
•Imputed by estimating from the same species with different status (dried, boiled, etc) or
substituting familiar species in biosystematic grouping
•Order of priority for sources was applied
- Domestic sources
- Recent publication

Compiling data

•Adjusted values of dietary fiber by ratio of solid content (100-water content) in matched food
•Imputed zero value for animal foods with zero or assumed zero

Development of the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Figure 1.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dietary fiber composition table. Abbreviations: KFCT, Food Composition Table,
Korea [2]; CCMP, Chemical Composition of Marine Products, Korea [3]; RMCT, Restaurant Meal Composition Table,
Korea [4]; SR, Standard Reference, United States [5]; JSTFC, Standard Tables of Food Composition, Japan [6].

품군 분류는 곡류, 감자·전분류, 당류, 두류, 종실류, 채소류, 버섯

활용한 자료원 중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식품성분표 제8개정판이

류, 과일류, 해조류, 양념류, 유지(식물성), 기타(식물성), 음료류, 주

32.6 %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농무부에서 발

류, 육류, 난류, 어패류, 우유류, 유지(동물성), 기타(동물성) 등 총 20

간한 식품성분표로 30.7 %가 이용되었다(Table 2). 국내에서 식이섬

개 군으로 구분하였다.

유 함량이 분석된 자료가 부족하였고 수분함량을 함께 제공하지 않
아 국외 자료를 차용한 경우가 많았다.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 결과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을 검토했던 대상 식품 5,126개 중 7개

식이섬유 섭취량

식품은, 자료원 중 동일 식품이 없었으며 생물학적 분류와 조직 특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 3차년도(2015) 결과, 1일 평균 식

성 등의 정보도 부족하여 유사한 식품을 찾기 어려워 최종적인 구축

이섬유 섭취량은 22.7 g이었으며, 남자 섭취량은 24.5 g, 여자 섭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구축된 식이섬유 성분표에는 총

취량은 20.9 g으로 남자 섭취량이 높았다(Table 3). 반면, 에너지

5,119개 식품이 포함되었으며, 구축 대상 식품과 일치하는 자료가

1,000 kcal 당 식이섬유 섭취량은 남자 10.5 g/1,000 kcal, 여자 12.2

존재하는 경우는 41.0 %, 원재료는 같으나 상태가 다른 경우는 8.5

g/1,000 kcal로 여자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고 1,000 kcal 당

%, 유사 식품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는 37.9 %였다. 성분표 구축에

12 g을 충분섭취량으로 설정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7]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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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sources of dietary fiber database
Analyzed value
Data sources

Substituted value
Total

Matched with the
same food

Estimated from the same
food in different status

Estimated from
familiar food1)

845(16.5)2)

152(3.0)

673(13.1)

1,670(32.6)

Chemical Composition of Marine Products (CCMP)

16(0.3)

86(1.7)

18(0.4)

120(2.3)

Restaurant Meal Composition Table (RMCT)

41(0.8)

30(0.6)

56(1.1)

127(2.5)

Standard Reference (SR)

804(15.7)

102(2.0)

666(13.0)

1,572(30.7)

Standard Table of Food Composition (JSTFC)

385(7.5)

63(1.2)

520(10.2)

968(18.9)

Assumed as zero

-

-

-

616(12.0)

Recipe database3)

-

-

-

30(0.6)

Nutrition Labeling

8(0.2)

-

8(0.2)

16(0.3)

2,099(41.0)

433(8.5)

1,941(37.9)

5,119(100.0)

Food Composition Table (KFCT)

Total
1) familiar species in biosystematic grouping
2) N(%)
3) Calculated values for dietary fiber of multi-ingredient foods

Table 3. Mean daily intakes of dietary fiber by sex and by age groups
Total

Men

Women

Age (years)
n

g

g/1,000 kcal

n

g

g/1,000 kcal

n

g

g/1,000 kcal

1-2

137

8.3 ± 0.61)

7.8 ± 0.4

65

8.7 ± 0.8

7.6 ± 0.5

72

8.0 ± 0.7

8.0 ± 0.5

3-5

209

11.7 ± 0.5

8.5 ± 0.3

110

12.5 ± 0.8

8.6 ± 0.4

99

10.8 ± 0.6

8.4 ± 0.3

6-8

224

14.9 ± 0.6

8.5 ± 0.3

110

15.7 ± 0.8

8.2 ± 0.4

114

14.1 ± 0.8

8.8 ± 0.3

9-11

224

17.6 ± 0.6

8.7 ± 0.3

126

17.1 ± 0.8

8.0 ± 0.3**

98

18.2 ± 1.0

9.5 ± 0.5

12-14

250

18.5 ± 0.7

8.6 ± 0.3

137

20.7 ± 1.0***

8.5 ± 0.4

113

16.2 ± 0.8

8.7 ± 0.4

15-18

278

17.8 ± 0.7

8.4 ± 0.3

146

19.5 ± 1.0**

8.0 ± 0.3

132

15.8 ± 0.9

8.9 ± 0.4

19-29

661

20.4 ± 0.6

9.1 ± 0.2

315

22.9 ± 0.9***

8.9 ± 0.3

346

17.7 ± 0.7

9.3 ± 0.3

30-49

1,622

24.1 ± 0.4

11.3 ± 0.2

639

26.0 ± 0.6***

10.2 ± 0.2***

983

22.2 ± 0.4

12.5 ± 0.2

50-64

1,566

28.1 ± 0.5

14.0 ± 0.2

667

29.7 ± 0.6***

12.9 ± 0.3***

899

26.5 ± 0.6

15.2 ± 0.2

65-74

884

25.7 ± 0.6

14.4 ± 0.2

389

28.2 ± 0.9***

13.8 ± 0.3**

495

23.6 ± 0.7

15.0 ± 0.3

75+

573

19.2 ± 0.6

13.3 ± 0.3

238

21.5 ± 0.9***

13.0 ± 0.4

335

17.8 ± 0.7

13.5 ± 0.4

6,628

22.7 ± 0.3

11.4 ± 0.1

2,942

24.5 ± 0.4***

10.5 ± 0.1***

3,686

20.9 ± 0.3

12.2 ± 0.1

Total

1) Mean ± SE
* p＜0.05; ** p＜0.01; ***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sex)

때 남자 섭취량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연령별로는 남자의 경우 50

분섭취량에 이르지 못했다.

세 이상, 여자의 경우 30세 이상은 충분섭취량 이상을 섭취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하 연령대의 경우에는 식이섬유 섭취량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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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ribution of dietary fiber intakes by food groups
Dietary fiber intake
Food group
g/day

% of total dietary fiber

Vegetables

7.33 ± 0.111)

32.3

Cereals

5.33 ± 0.12

23.5

Fruits

2.58 ± 0.08

11.4

Seasonings

2.49 ± 0.06

11.0

Legumes

2.10 ± 0.06

9.3

Seaweeds

0.95 ± 0.03

4.2

Potatoes & starches

0.75 ± 0.04

3.3

Seeds & nuts

0.46 ± 0.03

2.0

Mushrooms

0.25 ± 0.02

1.1

Non-alcoholic beverages

0.19 ± 0.01

0.9

Meat

0.14 ± 0.02

0.6

Sweets

0.06 ± 0.01

0.3

Milk

0.05 ± 0.01

0.2

Others in plant foods

0.03 ± 0.01

0.1

Fish & shell fish

0.01 ± 0.00

0.1

Oils in plant foods

0.002)

0.0

Alcoholic beverages

0.00

0.0

Eggs

0.00

0.0

Oils in animal foods

0.00

0.0

Others in animal foods

0.00

0.0

22.72 ± 0.26

100.0

Total

1) Mean ± SE
2) When the mean value was under the 0.001, standard error was not calculated.

맺는 말

식이섬유 주요 급원 식품군
식이섬유 섭취량에 대한 식품군별 기여도는 Table 4에 나타내
었다. 식이섬유 주요 급원 식품군은 채소류와 곡류군으로, 전체 식

본 연구는 우리 국민의 식이섬유 섭취량 산출에 필요한 식이섬

이섬유 섭취량 중 각각 32.3 %, 23.5 %를 기여하였다. 나머지 식이

유 성분표 구축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년간의 국내외 자료원

섬유 섭취량도 식물성 식품군으로부터 섭취하였으며, 어패류와 육

검토,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거쳐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 원칙을 마련

류 등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한 미량의 식이섬유는 돈까스, 닭튀김,

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별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어패류 튀김용 냉동식품 등에 들어있는 밀가루 등에 들어있는 식이

있는 5천여 개 식품에 대해 식이섬유 성분표 구축을 추진하였다. 식

섬유 양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섬유 성분표는 국내외 국가기관에서 발간된 자료원을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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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었으며, 구축 대상 식품과 일치하는 식품으로부터 41.0 %의

시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식품에 대한 식이섬유 값을 마련하였고 나머지 식품은 유사 식품 자

국민건강영양조사로부터 산출하고 있는 영양소는 현재 15종에

료를 이용하였다. 구축 대상 식품의 성분표 상 고형분량과 자료원의

그치는 수준이나 점진적인 영양성분 확대가 시급하다. 만성질환과

고형분량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식이섬유 함량을 계산하여 식이섬유

의 관련성 연구에 중요한 영양성분이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

성분표 구축을 완료하였다.

설정되어있는 영양성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신규 구축된 식이섬유 성분표를 이용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

관련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6기 3차년도(2015) 식이섬유 섭취량을 산출한 결과, 우리 국민의
식이섬유 섭취량은 22.7 g이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
로 하여 우리 국민의 식이섬유 섭취량 산출을 위해 시도된 연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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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별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는 식품 시료로부터 화학적으로
분석한 성분 값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비용 및 상당량
의 자료를 수집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나마 여러 자
료원으로부터 관심 영양성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식
이섬유 성분표를 포함하여 식품별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의 충실도
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연구와
유사한 성별, 연령별 섭취량 결과가 산출되었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식품코드에 대한 식이섬유 함량을 계산해
넣었기 때문에 향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처리에 우선적으로 활용
할 예정이며, 이전까지 식이섬유를 대신하여 활용하던 조섬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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