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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6년 4월 정부는 당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

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당류 저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러

한 정부의 당류 저감 정책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일류 및 과일 가

공품 등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일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당류 저감 정책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인의 당류 

섭취 현황 및 주요 급원을 분석하였다. 또한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영양성분

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인의 과일 섭취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과

일이 영양학적·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정부의 최근 당류 저감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과일가공품 소비행태를 살펴보았으며, 과일 가공

품에 대한 선호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과일산업의 대응방향 및 대응과제를 제

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 결과가 과일산업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산

자와 정부의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

에 도움을 준 생산자단체,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충북원예농협 음료가공공장 관

계자 여러분들과 연구진행과정에 자문해주신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 최

정숙 과장과 최용민 연구사, 그리고 원내외 전문가들께 감사드린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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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배경

  ○ 국민 1일 평균 총 섭취 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13년 동안 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연평균 5.8% 

증가하여 총 당류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당류 과잉 섭취 시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함. 따라서 국민의 당류 섭취

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 또한 가공식품의 당류 저감 정책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과일, 과

채류 및 농산가공품 등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당류 저감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와 관련된 논의동향을 살펴보

고, 현재 추진 중인 당류 저감 정책기조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범   방법

  ○ 국내에서 ‘당류 저감 제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 및 추진 경과

를 살펴보고, 국민 계층별 당류 섭취 현황 및 총 당류 섭취에 대한 식품군

별 기여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총 당류섭취 중 과일의 기여도를 

살펴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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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 가공품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국내 과일 가공품 산업의 생산 

비중이 높으며 당류 주요 급원으로 분류되는 과일 주스 및 음료를 중심으

로 살펴볼 것임.  

  ○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영양학적 비교 분석

 - 과종별로 과일 및 과일주스에 함유된 에너지, 탄수화물, 식이섬유, 총당, 

비타민C, 비타민A 등의 영양성분 비교

  ○ 과실류 섭취와 관련 질환과의 관련성 분석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충분량 섭취자

와 그렇지 않은 섭취자 간의 질병별(비만, 고혈압, 당뇨) 오즈(odds)비를 

분석할 것임.

  ○ 과일 가공품 소비실태 및 선호 속성 분석

 - 설문조사 대상: 수도권 거주 소비자 600명

 - 설문조사 주요 내용: 과일 가공품(과일 주스) 가구 내 주 소비자, 영양표

시제 인지 및 이용 여부, 과일 가공품의 첨가당 인지 여부, 당류 섭취 

권고 기준 인지 여부, 가공당류 저감 과일 가공품 선호도 및 지불의향가

격, 과일 가공품 선호 속성

 - 컨조인트 분석방법을 활용한 과일 가공품 선호 속성 분석

□ 주요 연구내용과 시사

  ○ 당류는 탄수화물 중에서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와 같은 단당류와 자당, 

맥아당, 유당과 같은 이당류를 통칭함. 즉, 당은 탄수화물 중 단맛을 내는 

성분임. 

  ○ 세계 주요국에서는 자국민의 당류 섭취수준과 관리를 총 당류보다는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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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5년 WHO에서 당류 섭취 기준을 유리당으

로 제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유리당이나 첨가당을 산출

하는 것이 어려워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으로 평가하고 있음.

  ○ 세계 주요국의 당류 저감 정책은 당류의 주요 급원 식품인 가당음료(탄산

음료)를 줄이는 반면, 과일과 채소의 소비를 권장하는 것임. 특히, 가당음

료 소비량이 많은 어린이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여 학교 자판기에서 가

당음료류 판매 금지 및 탄산음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과

일과 채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 병원 자판기에 신호등 영양표시처럼 색깔별로 위험도를 표시하고, 영양

표시에 총 당류, 총 당류 중 첨가당 함량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 기준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기로 정함. 

     - 201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으로 총 당류 섭

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20%(2,000kcal 기준 100g) 이내,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섭취하도록 하였음.

  ○ 국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년 13.3%(59.6g)에서 

2013년 14.7%(72.1g)으로 연평균 3.5% 증가 추세에 있음. 이 중 가공식

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07년 7.3%(33.1g)에서 2013년 8.9%(44.7g)로 

연평균 5.8% 증가하여 총 당류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07년 

7.7~8.6%로 적정 섭취기준인 총 섭취열량 대비 10%를 넘지 않았으나, 

2013년 기준 3~29세 모든 연령층에서 적정 기준을 초과한 10.2~11.0%

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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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류 주요 급원 식품을 원료성 식품(과일 제외), 과일, 우유, 가공식품(우

유 제외)인 4개로 구분하여 각 급원 식품의 총 당류 함량에 대한 기여도

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가공식품(우유 제외)은 62%, 과일은 22%, 

원재료성 식품은 12%, 우유는 4%로 나타남.

     - 당류 섭취량 중에서 과일을 통한 섭취량은 2007년 27.5%에서 2013년 

21.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가공식품 중 음료류를 통한 섭취량

은 2007년 14.6%에서 2013년 19.3%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80kg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2011년 기준 연간 1인당 과일 소

비량은 67kg으로 전 세계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인 75kg에 못 미치는 

수준임.

  ○ 2013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총거래표)에 따르면 과일의 85.8%는 생

과로 이용되며, 14.2%는 가공산업에 이용됨. 국내 과일 생산량 중 가공량 

비중은 9.5%이며, 대부분이 주스 및 음료 형태(94%)로 가공되고 있음.

  ○ 과일과 과일주스로 동일한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대사적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남. 즉, 오렌지는 오렌지주스보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함량이 많고, 혈

당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상승시키며,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잉섭취를 

예방함. 또한 과일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영구치 우식 위험이 낮았음.

  ○ 당류 섭취 권고 기준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은 44.7%로 낮은 편임. 착

즙 주스 및 저당주스 구입의향은 83.5~85.4%로 높아 향후 착즙주스와 저

당주스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들은 가격 다음으로 

첨가당 함량을 과일 가공품의 중요 속성으로 생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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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자녀(0~9세)가 있는 소비자는 당 함량 확인 후 구입하는 비율이 전

체 평균보다 높아 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과일 및 착즙주스 구입의

향도 높게 조사되었음. 따라서 과일의 영양학적 장점을 지닌 생과일 및 

착즙주스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 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식품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이를 활용한 실제 이

행률이 낮은 연령이 높은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과일의 영양학적 효과 및 

당 관련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할 필요가 있음. 

  ○ 과일산업의 대응과제

     - 국내 원재료성 및 가공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당류 DB 구축이 필요함. 

현재 국내 당류 DB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원재

료성에 대한 DB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미국 농부무의 국가영양성분 

DB를 이용하고 있음.  

     - 생과 위주의 과일 소비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일과 과일주

스로부터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대사적인 효과는 다르게 나타

나며, 과일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당뇨, 

영구치 우식 위험이 낮기 때문임. 

     - 국산 과일 이용률을 제고할 방안 모색 및 과일 가공품 개발이 필요함. 

     - 과일·채소류 음료 제조 시 당류 대체재 이용이 당류 저감을 위한 과일 

가공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당류 대체재는 인공감미료라는 특징

으로 인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설탕 

대체 감미료 이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첨가당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전

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과일 섭취 시 장점 등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홍보하

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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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 국민 1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13년 동안 연평균 

3.5% 증가한 반면,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연평균 5.8% 증

가하여 총 당류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2013년 기준 3~29세 모든 연령층에서 적정 기준을 초과한 10.2~11.0%

로 증가하였음. 

○ 가공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총 열량 대비 10%를 초과하는 비중이 높은 

6~29세는 음료류 중에서도 탄산음료로 인한 당류 섭취 비중이 높음. 즉, 당

류 저감 정책을 위한 타켓 연령층은 6~29세이며, 탄산음료로 인한 당류 섭

취를 줄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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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 과잉섭취 시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이

로 인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1을 야기함. 따라서 국민의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함. 

○ 2016년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당류 저감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함. 종합계획을 통해 첨가당과 천연당의 차이가 규명되지 않은 채로 가

공식품의 첨가당 감축을 주된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저당식품 선택환경 조

성,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의 3개 핵심전략 공표

○ 가공식품의 주요 공급원인 음료류 중에서 과일·채소 음료가 탄산음료 다음

으로 당 함량이 높게 나타남. 한편, 식품영양학 전문가는 일부 언론을 통해 

‘첨가당과 천연당(과당)의 차이가 없으므로 당의 총량적 감축이 중요’하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로 인해 그간의 국민영양 개선을 위해 과일·채소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정부, 특히 농식품부의 입장이 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1.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공식품의 당류 저감 정책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과일, 과채류 및 

1  미국 듀크대 글로벌위생연구소 에릭 핀켈쉬타인 교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비만 인

구는 앞으로 18년간 3,000만 명이 증가하고 비만과 관련된 질병 의료비가 5,495억 달

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박미성 외(2014) 재인용, 2012. 5. 8.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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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가공품 등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천연당과 첨가당의 영양학적 차이점과 섭취 방법

에 따른 손익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할 것임. 

○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식생활 관련 정부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정

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당류 저감 정

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따라

서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당류 저감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러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천연당과 첨가당의 영양학적 차이점과 섭취 방법에 

따른 손익을 문헌조사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당류에 대한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세계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당류 섭취 권장 수준과 관련 정책의 방향성

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당류 저감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당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과일·과채 등 섭취량은 늘리

는 운동을 하면서도 가공식품 특히, (탄산)음료의 당류 저감에 초점을 맞

추고 있음. 이러한 식생활 개선 정책의 수립배경 및 근거를 살펴볼 필요

가 있음. 

○ 천연당인 과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일산업은, 현재 추진 중인 당류 저

감 정책기조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

해서는 첨가당을 이용하고 있는 과일 가공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일 

가공 산업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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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당류 저감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와 관련된 논의동향을 살펴보

고, 현재 추진 중인 당류 저감 정책기조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 과제를 도

출하고자 함.

- 특히, 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천연당과 첨가

당의 영양학적 차이점을 기존 문헌자료를 통해 밝힘으로써 소비자에게 

당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선행 연구 검토

2.1. 선행 연구

○ 김초일(2014)은 WHO의 당 섭취 관련 지침 개정 목록과 함께 국가별 당류 

섭취 관련 권고 수준 및 각국 국민의 1인 1일 평균 총 당류 섭취를 제시함.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 수준과 식품별 총 당류 섭취 비율, 가공식품에 

의한 당류 섭취량을 제시하여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중 당 관련 내용의 

필요성을 제시함.

○ 김은미 외(2015)는 당류 저감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분석을 통해 

국가 및 관련 산업체들이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적정 섭취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이 연구

에서는 소비자의 당류 저감화 식품 구매에 있어 단맛과 같은 식품의 내적 

요인보다는 건강과 같은 외적 요인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됨. 또한 각 소비자

의 당류 저감화 선호 방식을 제시함.

○ 한국소비자원(2014)은 �오렌지주스 품질시험 결과보고서�를 통해 섭취율이 

가장 높은 음료인 오렌지주스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비타민류, 당류 등 영양성분 및 안전성 등과 같은 품질을 비교 분석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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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함. 오렌지주스의 당류는 평균 18.95g이며, 과일음료는 과일주스에 

비해 과즙 함량이 적어 총 당류 함량이 다소 낮음을 제시함. 오렌지주스의 

당류 함량이 높아, 일부 제품은 1잔만으로도 WHO 섭취 권고량의 47%를 

차지하므로 당류 과다섭취가 우려됨. 따라서 단맛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가공당류 저감화의 필요성을 제시함.

○ Hur Yang-Im et al.(2016)은 청소년기 과일과 흰 우유를 통한 당 섭취와 비

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해당 연구에서 과일을 통한 ‘총 당류’ 섭취가 많

은 청소년일수록 비만지표가 좋아진 결과를 보임. 반면 캔디류, 초콜릿, 껌, 

가공음료 등을 통해 총 당류 섭취가 많았던 아이들은 대사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한 결과를 보임. 생과일은 당 함량은 높지만, 섬유질 및 비타민 등 미세 

영양소 함량이 높아 가공식품 속 첨가당과 달리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제

안함.

○ 유지현 외(2012)는 우리나라 다빈도 섭취 과일의 당 함량 및 혈당지수에 관

한 연구에서 한국인이 많이 섭취하는 사과, 귤, 배, 수박, 감, 포도, 참외, 복

숭아의 당 함량과 유형 당도를 측정함. 과일은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 등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하므로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적정량 섭취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음.

2.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 연구들은 주로 전반적인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에 대한 연구, 당류 저

감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과일 천

연당과 첨가당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았음. 또한 국내에서 주로 생

산되는 사과, 배, 감귤 등의 과일·과일 가공품에 대한 당류 분석이 미흡한 

편이며,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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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 저감 정책기조에 따른 과일·과일 가공산업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

해 과일 및 과일 가공품에 대한 영양학적 비교와 현재 국내 과일 가공품 산

업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과일 가공산업에서 주로 

이용되는 과종을 중심으로 첨가당과 천연당의 영양학적 차이점을 종합적으

로 정리하고, 과일산업을 위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음. 

3. 연구 범위 및 방법

3.1. 연구 범위

○ 국내에서 ‘당류 저감 제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 및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국민 계층별 당류 섭취 현황 및 총 당류 섭취에 대한 식품군별 

기여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총 당류 섭취 중 과일의 기여도를 살

펴볼 것임. 

 
○ 과일 및 과일 가공산업 실태 분석은 국내 생산액 기준 6대 과종(사과, 배, 

감귤, 포도, 복숭아, 단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6대 과종이 국내 과일 가공산업에서 이용 비중이 

높기 때문임.

○ 과일 가공품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국내 과일 가공품 산업에서 생산 

비중이 높으며 당 주요 급원으로 분류되는 과일 주스 및 음료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 과일 주스 및 음료 기준은 식품 공전의 분류 기준에 따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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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방법

○ 국내외 당류 섭취 권장 수준과 관련 정책에 대한 문헌조사

○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천연당과 첨가당의 식품영양학적 연구 결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 국민 계층별 당류 섭취 현황 및 총 당류 섭취에 대한 식품군별 기여도 분석

○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영양학적 비교 분석

- 과종별로 과일 및 과일주스에 함유된 에너지, 탄수화물, 식이섬유, 총당, 

비타민C, 비타민A 등의 영양성분 비교

○ 과실류 섭취와 관련 질환과의 관련성 분석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충분량 섭취자

와 그렇지 않은 섭취자 간의 질병별(비만, 고혈압, 당뇨) 오즈(odds)비를 

분석할 것임.

○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과일 가공품 소비실태 및 선

호 속성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방법론 적용

- 설문조사 주요 내용: 과일 가공품(과일주스) 가구 내 주 소비자, 영양표

시제 인지 및 이용 여부, 과일 가공품의 첨가당 인지 여부, 당류 섭취 권

고 기준 인지 여부, 가공당류 저감 과일 가공품 선호도 및 지불의향가격, 

과일 가공품 선호 속성

-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한 과일 가공품 선호 속성 분석

○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

-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의 식품영양학적 차이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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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가공공장 면담조사

- 국산 과일을 이용하여 과일 가공품을 만드는 가공공장을 방문하여 과일

가공품 종류 및 생산방법, 가공품 생산의 어려움, 첨가당류 저감 과일 가

공품 생산 가능성 파악을 위한 면담조사

○ 소비자·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 도출

<그림 1-1> 연구방법 체계도



제2 장

국내외 당류 저감 정책의 논의 동향 및 당류 섭취 현황

1. 당류 개념 및 분류

○ 탄수화물에는 포도당, 과당 등의 1개의 당으로 구성된 단당류와 설탕, 맥아

당, 유당 등의 두 개의 당으로 구성된 이당류, 그리고 3~10개의 당으로 구성

된 올리고당, 10개 이상의 당으로 구성된 다당류가 있음. 

- 다당류에는 전분, 글라이코겐이 포함되며, 솔비톨, 만니톨과 같은 당알코

올이 있음.

○ 당류는 탄수화물 중에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와 자당, 맥아

당, 유당과 같은 이당류를 통칭함. 즉, 당은 탄수화물 중 단맛을 내는 성분임.

○ 당류를 총 당류, 유리당, 첨가당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나

라에서는 자국민의 당류 섭취 수준과 관리를 총 당류보다는 첨가당이나 유

리당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약간씩 차이를 보임.

- 총 당류(total sugar)란 식품에 내재하거나 가공, 조리 시에 첨가된 당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의 단당류와 맥아당, 유당, 자당 등의 이당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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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모두 합한 값임(FAO/WHO 1998).

- 영국 보건성(The United Kingdom Department of Health)은 자연적으로 

식품에 함유된 당을 내재성당(intrinsic sugar) 그리고 외부에서 첨가된 

당을 외재성당(extrinsic sugar)으로 구분함(COMA 1991). 외재성당은 유

제품에 들어있는 유당(milk sugar)과 식품에 첨가되는 비우유 외재성당

(non-milk extrinsic sugars)으로 다시 구분함. 

-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은 같은 개념을 바탕

으로 자연적으로 식품에 함유된 당을 천연당(natural sugar) 그리고 맛, 

색, 질감,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조리 시에 첨가되

는 꿀, 시럽, 덱스트로즈, 설탕, 물엿, 당밀 등을 첨가당(added sugar)으로 

구분함(USDA/DHHS 2000). 첨가당은 구체적으로 흑설탕, 옥수수 감미

료, 옥수수시럽, 덱스트로즈, 과당, 글루코스, 고농도의 과당 옥수수시럽

(high-fructose corn syrup: HFCS), 전화당, 맥아시럽, 락토스, 말토스, 당

밀, 원당, 수크로스, 트레할로오스, 터비나도 설탕 등의 성분이 포함됨

(USDA 2015).

- 세계보건기구는 개념을 달리하여 식품의 제조와 조리 시에 사용되는 첨

가당 외에 과일주스에 함유된 천연당을 모두 포함하여 유리당(free sug-

ar)으로 정의함(WHO 2003). 즉, 식품 제조, 조리과정, 소비자가 식품이

나 음료에 첨가하는 단당류나 이당류의 양에 꿀, 시럽, 과일주스와 과일 

농축액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당을 더한 값임(WHO 2015). 그러나 실제로 

유리당을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방법이 없으며 식품의 영양표시에 

사용되고 있는 당류란 총 당류와 같은 의미임(Cummings & Stephe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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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및 분류

총 당류

(total sugar)

∙ 식품에 내재하거나 가공, 조리 시에 첨가된 당류(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의 단당류와 맥아

당, 유당, 자당 등의 이당류 등)를 모두 합한 값임(FAO/WHO 1998)

∙ 총 당류: 식품에 존재하는 당 + 가공·조리 시 첨가되는 당

유리당

(Free sugars)

∙ 식품 제조, 조리과정, 소비자가 식품이나 음료에 첨가하는 단당류나 이당류의 양에 꿀, 시럽, 

과일 주스와 과일 농축액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당을 더한 값임(WHO 2015)

∙ 유리당: 가공·조리 시 첨가되는 단당, 이당류 및 꿀, 시럽, 과일 농축액 등에 존재하는 당 

첨가당

(added sugar)

∙ 다른 식품에 감미료로 사용되는 시럽과 다른 칼로리 감미료로 식품의 제조 과정이나 조리 시에 

첨가되는 당과 시럽으로 정의함. 과일이나 우유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은 첨가당이 아님. 

∙ 첨가당은 구체적으로 흑설탕, 옥수수 감미료, 옥수수시럽, 덱스트로오스, 과당, 글루코스, 고농

도의 과당 옥수수시럽(high-fructose corn syrup: HFCS), 전화당, 맥아시럽, 락토스, 말토

스, 당밀, 원당, 수크로스, 트레할로오스, 터비나도 설탕 등의 성분이 포함됨(USDA 2016)

∙ 첨가당: 가공 조리 시 첨가되는 단당, 이당류 및 시럽

<표 2-1> 당류 정의 및 분류

자료: 박미성·신성철(2016).

○ 위와 같이 다양한 당류 종류와 정의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영양학회·보건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동발간한 �2015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는 FAO/WHO(1998)에서 제시한 총당류의 정의와 동일하게 “당류라 함은 

식품에 내재하거나 식품을 가공, 조리하면서 첨가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

오즈 등의 단당류와 맥아당, 유당, 자당 등의 이당류의 총량”이라고 정의함.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리나라 식품 등의 표시기준(2013)｣에서는 식

품 내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을 ‘당류’라는 용어로 정의하

고 있음. 

○ 많은 나라에서는 자국민의 당류 섭취 수준과 관리를 총 당류보다는 첨가당

으로 사용하고 있음. 2015년 WHO에서 당류 섭취 기준을 유리당으로 제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유리당이나 첨가당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량으로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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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책 및 사업 내용

2012. 10. 당류 줄이기 캠페인

∙ 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 확대, 매장 내 당류 섭취 줄이기 홍보물 비

치, 당 함유량이 적은 레시피 및 신제품 개발 등 진행

∙ 총 22개 업체 12,500여 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등 참여

2012

당류 저감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와 청소년의 당류 섭취 저감을 위해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효과 평가

∙ 대상별 교육 교재, 교사용 지침서, 교육 동영상, PPT 등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2. 국내외 당류 저감 정책의 논의 동향

2.1. 국내 당류 저감 정책의 논의 동향

2.1.1. 국내 당류 저감 정책 추진경과

○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당류 저감화 정책 및 사업이 이

루어지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 저감화를 위해 2012년부터 다양

한 사업 및 연구를 실시해 오다가 2016년 4월 7일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

획’을 발표하였음.  

-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 이내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저당식품 선택환경 조

성,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의 3개 핵심전략 공표

○ 당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당류 함유량만 표시하였을 뿐 당류 1

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율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았음. 

그러나 2016년 9월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설정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로 2018년부터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당류 비율 표시

가 의무화되었음. 

<표 2-2> 국내 당류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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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당류의 1일 영영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표시 의무화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도안

 <개정 전>  <개정 후>

(계속)

일시 정책 및 사업 내용

2013 당류 저감 전략개발 사업

∙ 소비자 측면에서의 전 국민(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가정, 직장, 사업

장)과 생산자 측면에서의 식품업계(유통·제조·외식업계), 환경 및 기반

조성분야로 구성하여 추진 전략 제시

2013 당류 저감을 위한 추진 사업

∙ 영양표시·식생활 교육프로그램 및 당류 저감 모델 등 기술지원방안 

개발 연구(2013~)

∙ 가공식품 및 외식에서의 영양표시제도 지속 확대

∙ 당류 저감 기술 지원 및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소비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추진

2015.11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 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7~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자료에 나타난 가공식

품의 총 당류 및 첨가당 함량 DB 구축

∙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분석

2016.4.7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16~’20)‘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섭취열량의 10% 이내 목표

2016.9.9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 

설정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함. 

∙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유량과 함께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표시 의무화

자료: 박미성·신성철(2016).

자료: 박미성·신성철(2016).



14

○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총 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

된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한 것임. 

- 외국의 총 당류 1일 영양성분기준치를 살펴보면, 영국·EU는 90g, 캐나다

는 100g임. 

○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으로 인해 당류 섭취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자

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어느 정도 섭취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음. 

2.1.2. 국내 당류 저감 정책과 관련된 논의동향

○ 하상도(2016)는 좋은 당, 나쁜 당이 따로 없으며, 먹는 당의 종류를 달리할 

것이 아니라 총 당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당 섭취 중 대부분이 과일을 통해 이루어지며, 

가공식품, 음료만큼이나 과일주스의 당 함유량이 높다는 것을 강조함. 

하상도(2016)는 당 섭취량을 줄이자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하

지만, 가공식품의 첨가당뿐만 아니라 총 당류를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함. 

○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는 첨가당과 천연당의 차이가 규명되지 않은 

채로 가공식품의 첨가당 감축을 주된 목표로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언론을 

통해 식품영양학 전문가는 ‘첨가당과 천연당(과당)의 차이가 없으므로 당의 

총량적 감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 이로 인해 그간의 국민영양 개선을 위해 과일·채소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정부, 특히 농식품부의 입장이 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 가공식

품의 당류 저감 정책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과일, 과채류 및 농산가

공품 등의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류 및 

과일 섭취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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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 당류 저감 정책의 논의 동향

2.2.1. 해외의 당류 섭취량 현황

○ 미국은 2009~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HANES)에서 1인당 하루 평균 총 당류 섭취 수준이 

119g으로 나타났음. 첨가당은 2세 이상에서 평균 270kcal로 섭취열량 대비 

13%가 넘는 수준임.

- 성별로는 4~8세를 기점으로 섭취 기준을 크게 초과하며 남자의 경우  

9~13세, 여성의 경우 14~18세에 평균 섭취량이 가장 많음.

- 남녀 모두 14~18세 이후부터는 섭취량을 줄이는 양상을 나타냄.

<그림 2-2> 미국의 성별, 연령별 섭취열량 대비 첨가당 섭취 수준(첨가당 기준 10% 대비)

자료: USDA/DHHS(2010). Estimates based on day 1 dietary recalls from What We Eat in America, 

NHANES 20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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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당의 주요 급원 식품은 음료류가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특

히 그 중에서도 탄산음료, 과일음료, 에너지 음료를 포함하는 가당음료가 

39%이었음. 스낵과자류가 31%로 그 다음 순이었음.

<그림 2-3> 미국의 2세 이상 국민의 첨가당 주요 급원 식품

자료: USDA/DHHS(2010). Estimates based on day 1 dietary recalls from What We Eat in America, 

NHANES 2009-2010.

○ 영국의 당류 섭취는 2008~2012년 National Diet and Nutrition Survey 

(NDNS)의  18개월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이는 유리당의 개

념과 가장 유사한 외부에서 첨가된 당 중에서 유제품에 들어가는 유당을 제

외한 비우유외재성당으로 산출한 것임.

○ 섭취열량 대비 유리당 섭취가 4~10세에 14.7%, 11~18세는 15.6%, 성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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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로 WHO에서 새로이 제시한 5%보다도 아동 및 청소년은 3배, 성인은 

2배가 넘는 수준임. 첨가당은 2세 이상이 평균 270kcal를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섭취열량 대비 13%가 넘는 수준임. 

○ 유리당 주요 급원 식품은 가당음료와 과일주스로 4~10세는 30%, 11~18세

는 40%이었음. 19~64세는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24%였으며, 설탕의 섭취

가 많았음.

<그림 2-4> 영국의 성별, 연령별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 수준

자료: Public Health England, Food Standards Agenc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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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영국의 연령별 유리당(비우유외재성당)의 주요 급원 식품

자료: Public Health England, Food Standards Agenc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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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당류 섭취는 2011~2012년 Nation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Survey(NNPAS)에 근거한 것으로 호주의 1인당 1일 평균 총 당류 105g이고 

유리당은 60g, 첨가당은 52g이었으며, 섭취열량 대비 유리당 섭취는 10.9%임. 

- 유리당 섭취는 14~18세가 92g으로 가장 많았음. 2세 이상의 호주인 중에

서 WHO의 권장수준인 섭취열량 대비 10%를 초과하여 섭취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었음. 

- 유리당의 주요 급원 식품은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가 19%, 과일·채소 

주스 및 음료가 13% 등으로 음료류가 52%이었음.

<그림 2-6> 호주의 성별, 연령별 총 당류, 유리당, 내재성당 및 유당의 섭취량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4). Nation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Survey,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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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호주의 연령별 유리당 섭취에 대한 음료류 기여율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4). Nation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Survey, 2011-2012.

2.2.2. 국가별 당류 섭취 기준 및 지침

○ 우리나라 1일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섭취열량 대비 20%(2,000kcal 기준 

100g) 이내, 가공식품 등에 첨가된 당(첨가당)의 섭취량은 총 섭취열량 대비 

10%(2,000kcal 기준 50g) 이내로 권고하고 있음. 

○ 미국은 2016년 1월에 발표한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15-2020

(제8 개정판)에서 첨가당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할 것으로 

정하였음.

○ 중국은 2016년에 개정된 식생활 지침에서 성인의 경우 첨가당을 1일 50g 

이내로 섭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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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WHO에서는 성인과 어린이 모두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유리당을 섭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총 에너지의 5% 

이내로 유리당 섭취를 줄이기를 제안하였음.

○ 영국은 비우유외재성 당이 식품에너지의 11%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제안함. 

호주는 총 당류는 전체 에너지의 20%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2013년에 개정된 식생활 지침에는 ‘탄산음료, 비타민 워터, 에너지 스포츠 

드링크 등과 같은 첨가당이 함유된 식품 섭취 제한하기’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유럽 및 각국에서는 2015년 WHO 당류 섭취량 권고 기준을 토대로 

국가 섭취 기준의 재개정을 고려하거나 준비하고 있음.

<표 2-3> 국가별 당류의 섭취 기준 및 지침

국  가 당류 섭취 지침 및 권장 수준

한국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2015)1)

  -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20%로 제한하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

는 첨가당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함. 첨가당의 주요 급원으로는 설탕, 액

상과당, 물엿, 당밀, 꿀, 시럽, 농축과일주스 등이 있음.

∙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20), 식품의약품안전처(2016)2)

  - 2016 당류 줄이기 목표 : 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 유도

    20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kcal(당으로 환산 시 50g)

∙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2016.9.9.)

  -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100g(2,000kcal 기준) 설정

미국

(2016)3)

∙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2015~2020(제8 개정판)

  - 천연당이나 올리고당 등을 제외한 첨가당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섭취열량의 10% 이내로 

섭취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음.

중국

(2016)4)

∙ Chinese Dietary Guidelines(2016)

  - 성인의 경우 첨가당을 1일 50g 이내로 섭취 권고

  - 성인은 매일 7~8컵의 물을 마시고, 탄산음료나 스포츠 음료 등을 피하거나 줄이기

WHO

(2015)5)

∙ 성인과 어린이 모두 총 섭취열량의 10% 이내로 유리당을 섭취하도록 권장(강력한 권고)

∙ 총 섭취열량의 5% 이내로 유리당 섭취를 줄이기를 제안(제한적 권고)

영국

(2015)6)

∙ 탄수화물과 건강(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2015)

  - WHO의 유리당 정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우유를 제외한 외재성 당이 총 섭취열량의 11%를 넘

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함.

  - 2세 이상의 유리당 섭취량이 총 섭취 열량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

  - 어린이와 성인 모두 가당음료(sugars-sweetened beverages)의 섭취를 최소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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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국  가 당류 섭취 지침 및 권장 수준

호주

(2013)7)

∙ Australian Dietary Guidelines(2013)

  - 과자, 탄산음료, 비타민 워터, 스포츠 음료 등과 같은 첨가당이 함유된 식품 섭취 제한하기

프랑스

(2011)8)

∙ French National Nutrition and Health Program’s dietary guidelines(2011)

  - 당류(탄산음료, 캔디류, 초콜릿, 페이스트리, 디저트류 등) 함량이 높은 식품이나 당류 섭취를 제한하기

  - 2016년 개정작업 진행 중

EU

(2009)9)

∙ 2009년에는 첨가당 기준치 설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했으나, 최근 EU 회원국들이 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첨가당의 기준치를 설정해주기를 요청한 상태임.

주: 각 국가의 당류 섭취 권고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함.

자료 1)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 2015.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2)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20)�.

    3) USDA /DHHS. 2015. 2015-2020 Dietary Guidelines for Americans. 

    4) Chinese Nutrition Society. 2016. The Food Guide Pagodafor Chinese Residents. 

    5)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15. Guideline: Sugars intake for adults and children. Geneva. 

    6) Public Health England. 2015. The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on Nutrition recommendations on 

carbohydrates.

    7)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 2013. Australian Dietary Guidelines, Providing the 

scientific evidence forhealthier Australian diets. Canberra: National Health and MedicalResearch 

Council.

    8) Anon. Les 9 repères [online]. 2012. 

    9) EFSA Panel on Dietetic Products, Nutrition and Allergies (NDA). Review of labelling reference 

intake values.

2.2.3. 국외 당류 저감화 정책

○ 당류 저감화 정책은 광고 규제, 세금 정책, 영양표시, 식품공급환경, 업체 규

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당류

의 주요한 급원 식품인 가당음료류에 대한 정책들이 많으며, 특히 학교 자

판기에서 가당음료류 판매를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들이 시행되

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접근성 증가로 당류가 많은 식품을 적게 섭

취하게끔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일주일에 두 번 제공하는 사업

을 실시하였음. 2003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에 본격적으로 사업

을 시작하여 2013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유럽연합의 학교 과일 프로그램으

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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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당류의 주요한 급원 식품으로 알려진 탄산음료에 대한 정책들

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음. 미농무부는 2013년 2월 공립학교 내 식품자동

판매기와 식당에서 캔디와 탄산음료, 지방성분이 높은 기름진 음식을 제공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발표하였고, 미국 CDC에서는 2010년 가당

음료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전략지침을 작성함. 

- 또한 미국 Healthy Food in Health Care(HFHC)에서는 건강한 음료 프로

그램을 실시하여 병원의 자판기에 신호등 영양표시처럼 색깔별로 위험

도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2016년 영

양표시에 총 당류, 그리고 총 당류 중 첨가당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개정함.

○ 영국에서는 2016년 탄산음료 등을 대상으로 설탕세의 도입을 발표하였으

며, 2010년에 첨가당 감소에 대한 자발적인 권고안을 식품업계에 제시하여, 

식품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당 함량을 10%까지 감소하도록 권장하고 레스

토랑은 당 함량이 적은 레시피 적용을 유도하기로 서약함. 정부의 법규가 

아닌 산업체와 민간과의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이루고자 함. 식품의 

영양성분에 총 당류 함량을 제시하고 함량에 따라서 신호등 색깔로 표시하

도록 하고 있음.

<표 2-4> 국외 당류 저감화 정책

국가 정책 및 사업 내용

호주
Queensland’s “Smart Choices – 

Healthy Food and Drink Supply 

Strategy1)

∙ 학교에 제공 가능한 식품과 음료를 에너지, 포화지방, 당류, 나트

륨, 식이섬유소 함량을 기준으로 녹색, 황색, 빨강색‘으로 나누어 

표시. 학교 자판기를 통한 당음료 섭취 감소에 효과적이었음.

프랑스

학교 자판기 금지2) ∙ 2005년 이후로 학교 내에서 자판기 금지를 통해 금지 전과 비교

하여 유리당의 섭취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

탄산음료 세금3), 4) ∙ 2012년 첨가당이나 감미료가 함유된 음료류 대상 실시

∙ 2012년 0.057유로/L, 2013년 0.058유로/L, 2014년 0.059유로/L 

네덜

란드
Dutch SchoolGruiten Programme5), 2) 

∙ 2003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6년에 사업 시작. 2013년까지 
운영됨. 유럽연합의 학교 과일 프로그램으로 전환됨.

∙ 과일과 채소의 접근성 증가로 당류가 많은 식품을 적게 섭취
∙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일주일에 두 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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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및 사업 내용

노르

웨이
Norway’s School Fruit Programmes6) 

∙ 매일 학생들에게 무료로 과일과 채소를 제공하여 과일·채소 섭취 
증가로 상대적으로 당류가 많은 식품을 적게 섭취하게 함.

헝가리
Hungarian Aqua Promoting 
Programme in the Young (HAPPY)7), 2)

∙ 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0년 자발적 참여 학교를 대상
으로 확대하여 2014년 144곳에서 실시 중

∙ 물 섭취 교육과 무료 제공을 통해 물 섭취 증가가 당음료의 섭
취를 감소시킴.

미국

HFHC(Healthy Food in Healthy Care) 
프로그램8), 2) 

∙ 자판기 내 진열칸을 빨강·노랑·녹색으로 구분 → 각 진열칸 배치
기준에 따라 음료 진열 

∙ 시행 6개월 만에 빨간색 진열칸에 배치한 음료의 매출액 비중이 
62.1%에서 44.3%로 감소 

Los Angeles County’s “Sugar Pack” 
campaign9), 2)

∙ 2011-2012년에 미디어 메시지, 웹사이트를 통해 캠페인 실시
∙ 당음료에 포함된 sugar pack(설탕 3g)의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인식과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함.
∙ 캠페인의 효과로 당 음료의 섭취를 줄이겠다는 인식이 증가함.

당음료 세금(캘리포니아 버클리)2), 3) ∙ 2014년 당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에 대해 리터당 
0.24 유로 세금

영양 표시1) ∙ 2016년 영양성분 표시 중 기존 총 당류에 추가로 총 당류 중 
첨가당의 양과 기준치에 대한 비율도 제시하는 것으로 개정됨.

영 국

Change4Life campaign 중 “Sugar 
Swaps”2) ∙ 2015년 Sugar Swaps 캠페인 실시

학교 자판기 탄산음료 등 판매 금지2) 

∙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나 과자는 학교 급식이나 학교 자판기에서 
금지함.

∙ 웨일즈 지방정부는 2012년 병원 자판기에서도 금지함.

설탕세 도입 방침 발표(2016년)3) 

∙ 탄산음료 대상으로 100ml당 설탕이 5~8g인 음료는 1리터당 
18펜스, 8g 이상 음료는 24펜스

  - 향후 10년간 약 370만 명 비만 예방 효과 기대

영양 표시3) 

∙ 영양성분에 당류 함량 표시(전면 표시, 후면 표시, 신호등 표시 등)
   - 고: 총 당류가 100g당 22.5g 이상
   - 저: 총 당류가 100g당 5g 이하

Public Health Responsibility Deal12) 

∙ 식음료제조업체 및 공급업체, 공중보건기관, 지역단체 등 대상
∙ 식품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당 함량을 10%까지 감소하도록 권장, 

레스토랑은 당 함량이 적은 레시피 적용을 유도하는 건강에 대한 
서약 마련

∙ 정부의 법규가 아닌 산업체와 민간과의 협력으로 국민 건강 증진

멕시코 당음료(sugary drink) 세금3)  
∙ 2014년 당 음료에 대해 리터당 0.04유로
∙ 2014년 고칼로리 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8% 증가

핀란드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세금 정책3)

∙ 과자, 아이스크림, 탄산음료에 대해 2011년 세금 책정
∙ 2011: £0.06/L, £0.6/kg        
 2014: £0.17/L, £0.75/kg 

(계속)

자료 1) Education Queensland and Queensland Health(2016), 2) World Cancer Research Fund Inter- 
national(2015), 3) Cornelsen L, Carreido A.(2015), 4) Ecorys.(2014), 5) Laura W.(2012), 6) Bere E, et 
al.(2010), 7) Budapest, Ministry of Health, Social and Family Affairs(2010), 8) Health Care Without 
Harm US.(2014), 9) Barragan NC1, et al.(2014), 10) FDA(2016), 11) Public Health England(2015), 
12) Knai C, et al.(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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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 식품섭취량 (g) 1292.9 1318.8 1343.2 1505.3 1457.8 1435.5 1543.8 

가공식품 섭취량 (g) 613.5 629.5 658.2 773.5 749.1 723.5 799.7 

전체 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 (g) 59.6 59.2 60.0 70.0 68.1 68.1 72.1 

가공식품(우유 제외) 당류 섭취량 (g) 33.1 33.5 33.6 42.1 42.0 42.7 44.7 

총 당류 섭취량 대비 가공식품 당류 섭취비중 (%) 56 57 56 60 62 63 62

3. 당류 섭취 현황과 주요 급원 분석

3.1. 한국인의 당류 섭취 현황

3.1.1. 한국인의 1일 평균 당류 섭취량 추이

○ 국민 평균 총 섭취열량 대비 당류 섭취량은 2007년 13.3%(59.6g)에서 2013

년 14.7%(72.1g)으로 연평균 3.5% 증가 추세임. 이 중 가공식품을 통한 당

류 섭취량은 2007년 7.3%(33.1g)에서 2013년 8.9%(44.7g)로 연평균 5.8% 

증가하여 총 당류 증가율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07

년 7.7~8.6%로 적정 섭취기준인 총 섭취열량 대비 10%를 넘지 않았으나, 

2013년 기준 3~29세 모든 연령층에서 적정 기준을 초과한 10.2~11.0%로 증

가하였음.  

- 2013년 기준 연령층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 : 3~5세 10.2%, 

6~11세 10.6%, 12~18세 10.7%, 19~29세 11.0%

<표 2-5> 연도별 우리 국민의 1인 1일 평균 당류 섭취량

주: 국민건강영양조사 식품섭취량조사 자료와 구축된 당류 함량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당류 섭취량을 추정한 것임. 

자료: 이행신 외(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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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연령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 추이

자료: 이행신 외(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연구�.

○ 2013년 기준 1일 열량 대비 당류 섭취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5.5%로 남성(13.8%)보다 높음. 한편,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 비율은 

여성이 8.8%로 남성에 비해 낮음. 

○ 2013년 기준 연령별 열량 대비 당류 섭취 비율이 1~29세의 경우 전체 인구

의 평균 당류 섭취비율인 14.7%를 초과하고 있음. 

- 1~2세는 우유 및 유제품 섭취량이 많아 유당으로 인한 당류 섭취량이 많

기 때문임. 하지만 가공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비율은 8.1%로 낮음. 

- 3~29세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층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이 

총 섭취열량 대비 10%를 초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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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1일 열량에 대한 성별·연령별 당류 섭취 비율(2013년)

자료: 이행신 외(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연구�.

3.1.2. 당류 섭취권고기준 초과자 비율

○ (1일 당류 적정 섭취기준) 2015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일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은 총 섭취열량 대비 20% 이내, 가공식품 등에 첨가된 당(첨가

당)의 섭취량은 총 섭취열량 대비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음. 

- 국민 1일 평균 섭취 열량을 2,000kcal 가정했을 때, 총 당류 섭취량은 

100g이며, 가공식품 등을 통한 첨가당의 섭취량은 50g 이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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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연도별 당류 섭취권고기준(총 열량의 10%) 초과자 비율

자료: 이행신 외(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연구�.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섭취권고기준인 총 열량의 10%를 초과하

는 인구 비율도 2010년 30.3%에서 2013년 3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

세임.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총 열량의 10%를 초과하는 전체 인구 비

율은 2010년 30.3%, 2011년 30.1%, 2012년 32.1%, 2013년 34.0%임.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권고기준인 10%를 초과하는 인구 비율 또한 1~2

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 추세이며, 특히 3~29세의 경우에는 40%

를 초과함.  

- 연령층별 섭취권고기준 10%를 초과하는 인구 비율의 변화: 3~5세 

37.9%(2010년) → 45.3%(2013년), 6~11세 30.5% → 47.6%, 12~18세 

37.0%→44.0%, 19~29세 38.3%→47.7%, 30~49세 24.6%→34.2%, 50~64세 

17.2% → 22.9%, 65세 이상 10.5%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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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국민 계층별 당류 섭취 현황

○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 조사자료를 활용하

여 우리 국민의 총 당류 섭취수준을 파악함.

- 총 당류 섭취량은 우리 국민이 섭취한 모든 식품에 들어있는 총 당류 함

량을 원재료성 식품, 과일, 우유,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 4가지로 구분

하여 산출하였음.

- 분석 결과, 1세 이상 우리 국민의 1인 1일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은 61.4 

g이었으며(2007년 56.1g, 2008년 55.9g, 2010년 66.6g, 2011년 65.0g, 

2012년 65.3g),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으로부터 35.0g, 우유로부터 3.5g, 

과일류로부터 15.3g, 과일을 제외한 원료성 식품으로부터 7.7g을 각각 섭

취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국민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로 청소년층(12~18세)의 1인 1

일 평균 총 당류 섭취량이 81.4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9~29세 80.9g, 30~49세 75.7g 등이었고, 65세 이상 노인층의 섭취량은 

51.4g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표 2-6> 우리 국민의 1인 1일 평균 당류 섭취량(2013년)

전체 식품으로부터의 

당류(g)

가공식품(g/d) 원재료성 식품(g/d)

가공식품

(우유 제외)
우유 과일

원재료성 식품

(과일 제외)

전체 72.1 44.7 3.2 15.8 8.3

1~2세 53.0 23.4 15.4 11.0 3.1

3~5세 65.1 38.0 8.9 14.0 4.1

6~11세 77.4 50.9 7.0 14.4 5.2

12~18세 81.4 58.7 3.9 12.0 6.9

19~29세 80.9 59.0 3.0 11.5 7.3

30~49세 75.7 47.6 2.6 16.7 8.9

50~64세 69.3 35.6 1.9 21.0 10.8

65이상 51.4 26.9 1.5 14.6 8.4

자료: 이행신 외(2015); 국민영양조사(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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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우유 제외) 
우유 과일

원재료성 식품

(과일 제외)

전체 62.0 4.4 21.9 11.5

1~2세 44.2 29. 20.8 5.8

3~5세 58.4 13.7 21.5 6.3

6~11세 65.8 9.0 18.6 6.7

12~18세 72.1 4.8 14.7 8.5

19~29세 72.9 3.7 14.2 9.0

30~49세 62.9 3.4 22.1 11.8

50~64세 51.4 2.7 30.3 15.6

65 이상 52.3 2.9 28.4 16.3

주: 기여도 = 해당 품목 당류 섭취량 / 총 당류 섭취량 *100

자료: 이행신 외(2015); 국민영양조사(2013).

3.2. 당류 주요 급원 분석

○ 총 당류 섭취량을 구성하는 식품군의 비중을 살펴보면, 가공식품 62.0%, 과

일 21.9%, 우유 4.4%, 이외의 원재료성 식품 11.5%로 총 당류 섭취량에 가

공식품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그중에서 12~18세의 연령층이 가공식품을 통한 총 당류 섭취비율이 

72.1%, 19~29세에서는 72.9%로 높게 나타나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에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의 섭취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2-7> 총 당류 섭취에 대한 각 품목별 기여도(2013년)   

단위: %

○ 총 당류 섭취량 중 과일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총 당류 섭취에 대한 과일의 

기여도라고 할 때, 평균적으로 과일의 기여도는 21.9%으로 가공식품 다음

으로 높은 수준임.

- 청년층(19~29세)의 총 당류 섭취 중 과일의 기여도가 14.2%로 가장 낮았

으며, 청소년층(12~18세)이 14.7%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임. 반면 

50~64세의 경우 30.3%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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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성별·소득수준별 1인 1일 평균 당류 섭취의 주요 급원 식품(2013년)

<성별> <소득수준별>

○ 여성은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남성에 비해 적고, 과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높은 편임. 

- 남성의 당류 섭취 기여율: 가공식품 66%, 우유 4%, 과일 18%, 원재료성 

식품 12%

- 여성의 당류 섭취 기여율: 가공식품 58%, 우유 4%, 과일 26%, 원재료성 

식품 12%

자료: 이행신 외(2015)를 참고하여 재정리.

○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당류 섭취량이 많으며, 그 중 당류 주요 급원 식품 중 

과일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과

일을 많이 소비하고 있음. 

- 소득수준별 과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 상 20.6g, 중상 15.9g, 중하 13.6g, 

하 13.4g

- 소득수준별 당류 섭취의 과일의 기여도: 상 26%, 중상 22%, 중하 20%, 하 20%

○ 총 당류 함량을 원재료성 식품(과일 제외), 과일, 우유, 가공식품(우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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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 (g) 59.6 59.2 60.0 70.0 68.1 68.1 72.1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g)

가공식품

(우유 제외) 
33.1 33.5 33.6 42.1 42.0 42.7 44.7 

우유 3.0 3.4 3.6 3.7 3.6 3.1 3.2

원재료성 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g)

과일 16.4 14.8 15.4 16.3 14.6 14.4 15.8

원재료성 식품

(과일 제외)
7.2 7.5 7.4 7.9 8.0 7.8 8.3

가공식품(우유 제외)의 기여도( %) 56 57 56 60 62 63 62

과일의 기여도( %) 28 25 26 23 21 21 22

4개의 주요 공급식품으로 구분하여 과일의 기여도를 분석하였음.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가 가장 많으며, 과일, 과일을 제외한 

원재료성 식품, 우유 순서임. 

- 2013년 기준 주요 급원 식품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가공식품(우유 제외) 

62%, 과일 22%, 원재료성 식품 12%, 우유 4%로 나타남. 

- 총 당류 섭취에 대한 가공식품의 기여도는 2007년 56%에서 2013년 62%

로 증가 추세이며, 당류 섭취의 주요 공급원임을 알 수 있음. 

- 과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은 2007년 16.4g에서 2013년 15.8g으로 감소

하여 총 당류 섭취에 대한 과일의 기여도는 2007년 28%에서 2013년 

22%로 감소 추세임. 

<표 2-8> 연도별 1인 1일 평균 당류 섭취의 주요 급원 식품

자료: 이행신 외(2015)를 참고하여 재정리.

○ 당류 섭취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가공식품 중에서 어떤 가공식품이 주요 공

급원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공식품을 10군으로 구분하여 당류 섭취에 대

한 기여도를 산출하였음. 

   - 가공식품의 10군 분류: 식품공전의 음료류, 설탕 및 기타당류, 빵/과자/떡

류, 가공/발효유,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장류, 드레싱 및 조미식품, 김치류 

및 절임식품, 캔디류/초콜릿/껌/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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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중 당류 섭취의 제1급원은 음료류임. 2013년 기준 음료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은 13.9g으로 이는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인 44.7g 중 

31.0%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빵, 과자, 떡류(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의 13.6%), 설탕 및 

기타 당류(12.9%), 기타(8.7%), 가공우유 및 발효유(7.6%),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5.4%)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2> 가공식품 10군별 당류 섭취의 기여도(2013년)

자료: 이행신 외(2015)를 참고하여 재정리.

○ 연령별로 살펴보면, 1~2세는 가공식품 중 가공우유 및 발효유로 인한 당류 

섭취가 가장 높으며, 3-5세는 빵, 과자, 떡류를 통해 얻는 당류 섭취 비중이 

가장 높음. 한편, 6세 이상은 가공식품 중 음료류의 섭취량 및 기여도가 가

장 높음. 

- 특히 19~29세는 가공식품 중 음료류 섭취량이 22.9g으로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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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연령별 가공식품 중 당류 주요 급원 식품 분포(2013년)

단위: g

자료: 이행신 외(2015).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연구�.

○ 과일 가공품의 총 당류 섭취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가공식품을 30군 분류

로 세분화하여 당류의 주요 급원 가공식품의 순위를 살펴보았음. 2012년까

지 1위를 하였던 설탕이 2위로 밀려나고, 섭취량 증가 추세를 보이던 탄산

음료가 2013년에는 1위를 차지하였음. 

- 과일 가공품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과일·채소류 음료는 2007년 2.6g에서 

2013년 3.6g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공식품 중 상위 7위 이상을 차지하는 

당류의 주요 급원 가공식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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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설탕 설탕 설탕 설탕 설탕 설탕 탄산음료류

2
김치류 및 

절임식품

김치류 및 

절임식품

김치류 및 

절임식품
탄산음료류 탄산음료류 탄산음료류 설탕

3 빵류 커피 커피
과일·채소류 

음료(3.9g)
커피 커피 빵류

4 커피 탄산음료류 빵류 빵류
과일·채소류 

음료(3.7g)

과일·채소류 

음료(3.9g)

과일·채소류 

음료(3.6g)

5
과일·채소류 

음료(2.6g)
빵류 탄산음료류 커피 빵류 빵류

김치류 및 

절임식품

6 장류
과일·채소류 

음료(2.6g)
장류

김치류 및 

절임식품

김치류 및 

절임식품

김치류 및 

절임식품
커피

7 탄산음료류 장류
과일·채소류 

음료(2.6g)
장류 장류 장류 장류

8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발효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9 발효유류 발효유류 발효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류
발효유류

10
드레싱류 및 

조미식품

드레싱류 및 

조미식품

드레싱류 및 

조미식품

두류 등 

기타음료
캔디 및 잼류 캔디 및 잼류 캔디 및 잼류

<표 2-9> 가공식품 30군 분류에 의한 당류의 주요 급원 가공식품 순위

자료: 이행신 외(2015)를 참고하여 재정리.





제3 장

과일 및 과일 가공 산업 실태

1. 과일산업 현황

1.1. 국내 과일 생산 동향

○ 6대 과일(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의 재배면적은 2000년 이후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6대 과일의 2000년 전체 재배면

적은 14만 8천 ha였으나, 2015년엔 10만 9천 ha로 감소하였음.

- 과일 전체 재배면적 중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사과임. 2015년 사과 재배

면적은 3만 2천 ha로 전체 재배면적의 28.9%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과와 복숭아의 면적 비중은 증가 추세인 반면, 배, 단감, 포도의 면적 

비중은 감소 추세임. 감귤의 면적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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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면적 면적 비중 생산량 생산량 비중

사과 32 28.9 583 26.7

배 13 11.6 261 11.9

감귤 21 19.4 672 30.7

단감 12 10.8 174 8.0

포도 15 14.1 259 11.8

복숭아 17 15.3 238 10.9

합계 109 100.0 2,186 100.0

<그림 3-1> 6대 과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 6대 과일의 생산량은 200만 톤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6대 과일 

재배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단위당 수확량이 기상에 따라 변화하기 때

문임. 

- 6대 과일의 2015년 전체 생산량은 218만 6천 톤 수준임.

- 전체 생산량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감귤로 2015년 생산량은 67만 

톤 수준이며, 전체 과일 생산량 중 약 31%를 차지하고 있음.

- 감귤·사과 생산량 비중은 증가세, 배·포도는 감소세, 단감·복숭아는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3-1> 주요 과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2015년)
단위: 천 ha, 천 톤, %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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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선 과일 공급량 동향

○ 국내 과실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약 240만 톤에서 2015년 약 

270만 톤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출량과 수입량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산업 전반적으로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량은 2000년 4.6천 톤에서 2015년 67.5천 톤으로 약 15배 증가하였

으며, 수입량은 320만 톤에서 705만 톤으로 약 2배 정도 확대되었음.

○ 생산량과 수출입 규모가 증가하여 국내 과실류 총 공급량은 2000년 274만 

톤에서 2015년 334만 톤으로 성장하였음.

<표 3-2> 연도별 과실류 생산량 및 수출입 동향

단위: 천 톤

’00 ’05 ’10 ’11 ’12 ’13 ’14 ’15

생산량 2,429 2,611 2,489 2,458 2,374 2,523 2,697 2,697

수입량 321 481 598 673 740 675 680 706

수출량 5 8 18 9 56 62 69 67

총 공급량 2,745 3,084 3,069 3,123 3,058 3,136 3,307 3,335

주 1) 생산량은 통계청 확정치임.

   2) 수출입량은 국내 과일과 주요 수입과일의 합임. 

  3) 수출입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석류, 자몽, 키위, 체리, 망고, 레몬임.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1.3. 1인당 과일 소비량 비교

○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80kg인 최

대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2011년 기준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

은 67kg으로 전 세계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인 75kg에 못 미치는 수준임. 

- 2015년 기준 과일 1인당 소비량은 66.7kg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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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과일 소비량은 1990년 47kg에서 2011년 67kg으로 증가하였지만, 영

국에 비해 1/2 수준이며, 미국에 비해 2/3 수준임. 

- 중국의 과일 소비량은 1990년 16kg에서 2011년 85kg으로 급격히 증가하

고 있음. 현재는 우리나라 과일 소비량보다 27% 많음. 

<그림 3-2> 세계 주요국의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 추이

주: FAO �Food Balance Sheet�의 최근 자료가 2011년까지여서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FAO(http://faostat.fao.org). �Food Balance Sheet�.

○ 주요 대륙별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을 살펴보면, 북미가 100.3kg으로 가장 

많고, 오세아니아는 92kg, 유럽은 91kg이며, 아시아는 67kg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1인당 과일 소비량은 1990년 49.3kg에서 2011년 75kg으로 증가

세를 보이고 있음. 

- 전 세계 1인당 과일 소비량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중국 등 경제성장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의 과일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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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주요 대륙별 연간 1인당 과일 소비량

단위: kg

’90 ’95 ’00 ’05 ’08 ’09 ’10 ’11

아시아 31.6 40.8 45.9 55.0 62.0 63.4 64.7 67.3

유럽 73.1 70.3 79.7 90.2 92.9 90.7 87.5 91.0

북미 117.9 112.1 125.4 111.7 117.0 111.8 105.8 100.3

오세아니아 88.8 86.8 92.6 106.1 102.4 96.3 99.0 92.0

평  균 49.3 55.0 60.9 66.9 72.0 72.7 73.2 75.0

주: FAO �Food Balance Sheet�의 최근 자료가 2011년까지여서 세계 주요국과의 비교를 위해 2011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FAO. �Food Balance Sheet�.

○ 세계 주요국의 주 소비 과일을 보면, 일본·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오렌지·밀감류의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오렌지·밀감의 소비량이 가장 많으며, 영국, 미국은 오렌지·밀감, 

일본과 중국은 사과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사과 소비량은 타 국가에 비해 적음. 

<표 3-4> 세계 주요국의 과일 품목별 연간 1인당 소비량(2011년)

단위: kg

오렌지, 

밀감

레몬, 

라임류

기타

감귤류
바나나 사과류 파인애플류 포도류

기타

과일류

한국 21.2 0.1 -  6.9 7.6 1.8  6.7 22.4

영국 37.8 2.1 0.3 15.2 27.3 3.6 10.9 24.5

미국 28.3 7.4 0.1 10.8 15.9 6.3  7.2 18.3

일본 10.6 0.4 1.7  6.9 15.5 1.8  1.8  9.9

중국 14.3 1.2 2.8 6.7 18.5 1.1 4.8 33.3

주 1) 기타 과일류는 배, 복숭아, 자두 등을 포함.

  2) 한국의 사과류, 기타 과일류는 KREI-KASMO에서 추정된 1인당 소비량 자료임. 

자료: FAO. �Food Balance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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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일 가공 산업 현황

2.1. 과일의 가치 사슬에 의한 과일의 가공산업 이용 비중

○ 2013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총거래표)에 따르면 과일의 85.8%는 생과

로 이용되며, 14.2%는 가공산업에 이용됨.  

- 과일의 85.8%는 생과로 최종소비처인 민간소비지출(소비자)과 음식점 

및 주점에 공급되거나 수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민간소비지출 비

중이 70.4%, 음식점 및 주점이 13.6%, 수출이 1.8%임. 

<그림 3-3> 과일의 가치 사슬

주: 한국은행(2013).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재구성함.

○ 또한 과일은 1차 가공되어 과실 및 채소가공품, 차류 및 주류, 비알콜 음료 

및 얼음, 기타 식료품(떡·빵·과자류 포함)에 이용됨. 그중 비중이 높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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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품인 과실 및 채소가공품은 비알콜 음료 및 얼음, 첨가용 식품, 기타 

식료품 등에 다시 이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과일은 저장성이 높지 않아 장기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과일농축액이나 

퓨레를 만들어 이를 다른 식품 제조 시 이용함.

2.2. 과일 가공 산업 현황

2.2.1. 국내 과일 가공량 추이

○ 국내 생산 과일 가공량은 2000년대 이후 약 20만 톤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보다 43% 증가한 26만 톤 수준이었음.

- 전체 생산량 가운데 가공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

며, 2014년은 9.5%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표 3-5> 국내 전체 과일 생산량 및 가공량 

단위: 천 톤, %

’85 ’90 ’95 ’00 ’05 ’10 ’11 ’12 ’13 ’14

생산량 1,464 1,766 2,300 2,426 2,593 2,489 2,459 2,374 2,523 2,697

가공량 105 233 231 136 205 183 204 190 180 256

가공비중 7.2 13.2 10 5.6 7.9 7.4 8.3 8 7.1 9.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과실류 가공현황�,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2014년 기준 품종별 가공비중은 감귤이 약 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

과, 포도, 배, 복숭아 순서임.

- 감귤의 가공비중은 증가한 반면, 사과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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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가공량 가공비중(%)

사과 454.7 38.2 8.4

배 252.7 9.4 3.7

포도 269.0 6.6 2.5

감귤 699.0 108.3 15.5

복숭아 201.7 2.3 1.2

기타 654.3 44.2 6.8

<표 3-6> 국내산 가공용 과일의 품목별 비중

단위:  %

’00 ’05 ’10 ’11 ’12 ’13 ’14

사과 27.9 14.3 15.4 18.0 20.3 19.8 15.7

배 2.9 2.3 4.4 3.7 7.5 4.2 2.3

복숭아 7.6 4.7 1.9 1.9 1.6 1.3 0.7

포도 5.7 4.6 4.8 3.2 3.7 3.2 2.6

감귤 22.1 61.9 49.9 51.2 42.1 50.9 60.1

기타 33.9 12.2 23.7 22.0 24.8 20.6 1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과실류 가공현황�을 참고하여 재정리.

○ 2012~14년 평균 생산량 대비 가공 비중을 살펴보면, 감귤의 경우 전체 생산

량 69만 9,000톤 중 10만 8,300톤이 가공되어 15.5%가 가공되고 있음. 

- 감귤은 다른 과종에 비해 가공량 및 가공비중이 가장 높은 과일임. 

<표 3-7> 과종별 생산량 대비 가공비중(2012~2014 평균)

단위: 천 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과실류 가공현황�,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사과는 전체 생산량 45만 4,700톤 중 8.4%인 3만 8,200톤이 가공됨. 사과는 

감귤 다음으로 높은 가공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배, 포도, 복숭아는 생산량 대비 가공비중이 1.2~3.7%로 평균 가공비중

보다 낮은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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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유형별 가공제품을 보면 주스, 음료 및 기타 비중이 크게 높아 대부분 

액상 형태로 가공되는 것으로 나타남.

- 주스와 음료 및 기타의 가공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3-8> 제품유형별 과일 가공 추이

단위: 천 톤

’00 ’05 ’10 ’11 ’12 ’13 ’14

주스 41 134 125 137 91 114 189

음료류 64 57 111 125 206 134 129

쨈 5 1 4 5 4 4 8

술 5 6 6 5 3 5 6

통조림 12 6 1 2 1 1 2

넥타 1 0 4 3 4 3 2

식초 2 2 1 2 1 1 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5). �2014 과실류 가공현황�.

2.2.2. 과일 가공품 수입량 추이

○ 전체 과일 가공품 수입량은 2000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5년 수입량

은 전년보다 8% 증가한 4만 5천 톤임.

- 품목별로 사과 가공품(농축액, 주스 등)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오렌지와 복숭아의 가공품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특히 오렌지의 

경우 2000년대 초반 5만 톤 수준에 이르던 수입량이 2015년 1만 5천 톤

까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가

장 높음.

- 전체 수입량 중 오렌지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포도 가공품의 

수입량은 2000년 이후 1만 5천 톤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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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과일 가공품 수입량 추이

주 1) 품목별 수입량은 신선·건조를 제외한 가공품의 합.

  2) 복숭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일(사과, 오렌지, 배, 포도) 가공품은 농축액, 주스 형태로 수입되며, 복숭아는 주스와 

통조림 형태로 수입됨.

자료: 한국무역협회.

○ 과일 가공품의 수입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국내 음료시장의 패러

다임이 생수나 탄산수 등으로 전환되면서 과일 가공품의 소비량이 감소했

기 때문임.

○ 과일 가공품의 평균 수입단가는 1kg당 2달러임. 이는 국내산 과일 가공품

(농축액) 단가의 절반 수준임.2

- 국내산 과일 가공품(농축액)이 수입산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아 과일 주스 

및 음료 제조사에서는 수입산을 선호함. 또한 과일 주스 및 음료 제조 시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가격이 비싼 농축액을 이용하기보다는 설탕이나 액

상과당을 이용한다고 함. 

2 가공과일 평균 수입단가는 품목별 거래금액을 수입량으로 나누어 도출함. 국내산 과일

가공품(농축액) 단가는 생산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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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상 100% 사과주스 계산 방법> <과일·채소류 음료의 100% 착즙액 기준당도>

∙ 사과의 기준이 되는 당 함량이 100%라는 의미

  사과농축액 + 물 = 100%

농축액비율
농축액기준당도사과기준당도











 

14.2%(농축액) + 85.8%(물) = 100%

과일·채소 구분
100% 착즙액 

기준당도(Brix°)

포도, 서양배 11°

사과, 라임 10°

귤, 자몽, 파파야 9°

배, 구아바 8°

복숭아, 살구, 딸기, 레몬 7°

자두, 멜론, 매실 6°

기타 근거문헌에 의함

○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일주스는 농축액을 이용하여 환원하는 형태이

며, 식품공전상 주스 환원 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3-9> 식품공전상3 100% 주스 제조 방법

주 1) Brix는 과일에 과당(fructose)과 포도당(glucose)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임. 

  2) 농축액 기준당도는 70Brix로 가정함.

자료: 한국식품산업협회(2015).

○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는 대부분 수입산 농축과즙을 이용하고 있음. 국내 생

산 과일을 이용한 과일음료를 제조하는 곳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과일 가공

공장 위주이며, 비상품과를 주로 이용하고 있음. 

- 가공 산업에 이용되는 주요 국내산 과종은 사과, 배, 감귤, 포도 등임. 

- 과일 주스 및 음료 제조 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단맛을 내기 위해서 식품

공전에서 정해진 농축액 이외에 설탕이나 액상과당, 시럽을 추가하고 있음.

○ 천연당인 과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일산업이 현재 추진 중인 당류저감 

정책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과일 가공 산업 부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국내 생산 과일의 가공용 소비 비중이 10% 이내이

므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3  식품공전에서 과일·채소류 음료의 정의는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으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을 의미함. 과일·채소류 음료는 농축과·채즙(또

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 음료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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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료 시장 추이

3.1. 국내 음료 시장 현황 

○ 국내 음료 생산 시장은 2014년 생산량 기준 398만 톤, 생산액 기준으로 약 

3조 7천억 원 규모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생산액은 2010년 3조 60억 원에서 2014년 3조 7천억 원으로 증가했으

며, 동기간 생산량은 360만 톤에서 398만 톤으로 확대되었음.

<그림 3-5> 국내 음료류 생산실적 추이

3,009,577 2,929,091 

3,601,693 
3,369,874 

3,514,762 
3,726,429 

3,984,916 

3,098,879 

2,841,320 

3,060,062 

3,587,002 

3,930,247 

3,296,164 

3,724,328 

-

1,000,000 

2,000,000 

3,000,000 

4,000,000 

5,000,000 

6,000,000 

-

500,000 

1,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3,000,000 

3,500,000 

4,000,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국민 1인당 1일 음료 소비를 살펴보면, 평균 183㎖을 섭취하며, 전체 섭취량 

가운데 탄산음료 비중이 44.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과채음료 15.2%, 커

피음료 9.6%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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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국민 1인당 1일 평균 음료 소비 비중
단위: %

탄산음료 과채음료 커피음료 두유류
유산균/발효

음료

인삼·

홍삼음료

기타음료

(즙/기능성 등)
전체

44.3 15.2 9.6 8.4 3.0 1.9 17.8 1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2014년 기준 음료류 수출액은 4.8억 달러, 음료류 수입액은 2.4억 달러로 약 

2.4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특히 탄산음료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약 

2.9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였음. 

○ 과채음료의 경우 꾸준히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됨.

- 2010년 약 1억 달러에서 2014년 약 1.3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 폭이 증

가하였음.   

<그림 3-6> 음료류 품목별 무역수지

-118,334 -111,068
-95,136 -104,740

-162,435
-186,199 -177,223

-127,307

43,347

65,031

85,695 121,408

187,913

234,850 246,419
290,033

65,188

55,901 68,686 46,641
72,919

101,443 111,269

76,76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과채(천$) 탄산및일반(천$) 커피음료(천$)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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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비중 판매액 비중 판매액 비중

과채음료 909,338 35.0  812,859 30.9  750,590 17.5

탄산음료 799,141 30.8 866,177 32.9 922,761 21.5 

커피음료 889,433 34.2 952,824 36.2 970,582 22.6

두유 - - - - 395,502 9.2

인삼음료 - - - - 81,593 1.9

기타음료 - - - - 1,656,067 27.4

　합계 2,597,912 100.0 2,631,860 100.0 4,300,000 100

○ 국내 판매액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도 탄산음료와 커피음료는 성장세가 두

드러지는 반면, 과채음료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표 3-11> 국내 음료별 판매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과채음료는 해마다 시장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러 품종 가운데 유일

하게 자몽을 원료로 하는 주스만이 성장하고 있음. 

<표 3-12> 과채음료 품종별 판매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비중 판매액 비중 판매액 비중

오렌지 246,987 27.2 206,513 25.4 186,124 24.8 

포도 131,624 14.5 115,671 14.2 103,777 13.8 

기타야채 97,035 10.7 97,941 12.0 98,378 13.1 

기타과즙 91,503 10.1 91,596 11.3 92,019 12.3 

감귤 112,594 12.4 83,680 10.3 69,225 9.2 

사과 57,893 6.4 53,401 6.6 48,575 6.5 

토마토 52,228 5.7 48,469 6.0 42,740 5.7 

망고 39,658 4.4 40,414 5.0 37,928 5.1 

매실 30,087 3.3 23,823 2.9 18,691 2.5 

레몬 15,223 1.7 19,107 2.4 15,121 2.0 

자몽 3,725 0.4 6,689 0.8 15,06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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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2012년 2013년 2014년

판매액 비중 판매액 비중 판매액 비중

배 8,841 1.0 8,091 1.0 8,647 1.2 

석류 9,486 1.0 6,549 0.8 5,355 0.7 

복숭아    7,753 0.9  6,346 0.8    4,941 0.7 

파인애플  4,697 0.5    4,568 0.6    3,999 0.5 

합계 909,338 100.0  812,859 100.0   750,590 100.0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3.2. 첨가당 주스·음료 시장 현황

○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는 대부분 수입산 농축과즙을 이용하고 있음.4 국내 

생산 과일을 이용한 과일음료를 제조하는 곳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과일 가

공공장 위주이며, 과종으로는 사과, 배, 감귤, 포도 등임. 

- 농협에서 생산되는 과일주스 및 음료에는 대부분 제조과정에서 설탕이

나 액상과당이 첨가되고 있었음. 

<표 3-13> 국산 과일을 이용하는 과일 가공품의 당 함유량 조사

제품명 식품유형
첨가당비율

설탕 (액상)과당 환산(%)

농협 배도라지 과·채주스 - - -

우리사과클라우디 100 과·채주스 - - -

우리사과주스 과·채주스 - - -

우리사과클라우디100플러스 과·채주스 - - -

우리포도 과·채음료 ○ ○ 12.4

피치제주망고 과·채음료 ○ - 11.9

싱그러운 생포도 과·채음료 ○ - 11.1

농협 생복분자 혼합음료 - ○ 9.8

생매실 과·채음료 - ○ 9.6

4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가공품의 원재료 및 첨가당 함유량은 <부록 2>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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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품명 식품유형
첨가당비율

설탕 (액상)과당 환산(%)

싱그러운 생배 과·채음료 - ○ 8.8

우리사과 과·채음료 ○ - 8.7

생알로에 혼합음료 - ○ 8.5

제주산감귤상크미 과·채음료 - ○ 8.1

농협 탐라제주감귤 과·채음료 - ○ 7.7

농협 꿀홍삼 혼합음료 - ○ 7.7

우리양파 과·채음료 - ○ 6.7

농협 우리복숭아 과·채음료 - ○ 6.1

농협 제주감귤 과·채음료 - ○ 6.0

농협 한라봉제주감귤 과·채음료 - ○ 6.0

싱그러운 생복숭아 과·채음료 - ○ 3.8

제주감귤100 과·채주스 - ○ 2.7

우리사과 100 클리어 과·채주스 ○ - 1.9

자료: 대구경북능금농협 음료가공공장 면담조사.

○ 설탕 대채 감미료 종류는 아스파탄, 수크랄로스, 스테비오사이드, 자일리톨, 

액상과당, 사카린 등이 있음. 설탕 대체 감미료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200~600배의 단맛을 내지만, 열량은 없어 당류 저감을 위한 과일 가공산업

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음.  

- 하지만 인공감미료라는 특징으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당류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체 감미료 이

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국내에서도 알룰로오스(설탕 단맛의 70% 수준, 열량은 1g당 0kcal)라는 설

탕 대체 감미료를 개발한 바 있음.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알룰로오스 열량계수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2016. 1. 14.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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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전체 주스 및 착즙주스 시장규모 추이

<전체 주스 시장규모> <착즙주스 시장규모>

3.3. 과일 착즙주스 시장 확대

○ 시장성숙기에 접어든 음료시장에서는 냉장과일 주스 대신 착즙주스,5 탄산

음료 대신 탄산수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음료시장에도 건

강에 대한 바람이 불어 정체되어 있는 과채음료 시장에서 착즙주스가 두각

을 나타내고 있음. 

- 전체 주스시장은 2013년 8,237억 원에서 2015년 7,402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착즙주스시장은 177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성장하고 있음((주)이

비뉴스 2016. 5. 24.). 

- 시장조사기관 닐슨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4분기 3사(풀무원, 웅진식품, 

매일유업)의 착즙주스 판매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풀무원 ‘아임리얼’이 

43.6%, 웅진식품 ‘자연은 지중해햇살’이 38.2%, 매일유업 ‘플로리다 내

추럴’이 18.2%를 차지함((주)이비뉴스 2016. 5. 24.). 여기에 2015년 12월 

국내음료업계 1위 롯데칠성음료가 ‘델몬트 파머스 주스바’ 착즙주스를 

출시하여 과일 착즙주스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임. 

자료: ㈜이비뉴스(www.ebn.co.kr: 2016. 5. 24.).

5  착즙주스는 별도의 첨가물 없이 과일을 그대로 짜낸 프리미엄 주스이며, 환원주스는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등의 과일즙을 끓여 농축액을 만든 뒤 물과 가당, 향료 등을 

첨가해 환원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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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즙주스는 농축액을 이용하는 환원주스와 달리 비가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다는 단점이 있음. 그러나 최근 용기 살균, 음료 출전, 밀봉 

등 음료 생산 전처리과정을 무균 부스 안에서 처리하는 충전방식인 ‘어셉틱

(Aseptic, 무균충전) 공법’을 적용하여 유통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늘어난 

제품이 출시되었음. 

- 풀무원 ‘아임리얼’과 매일유업 ‘플로리다 내추럴’은 냉장유통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각각 제조일로부터 15일과 28일까지임. 롯데칠성 ‘델몬트 파

머스 주스바’ 오렌지 제품(1,000㎖)에는 미국 플로리다산 생오렌지 14.5

개를 착즙한 주스로 오렌지착즙 95%와 속껍질인 펄프셀 5%가 들어있

고, 자몽 제품에는 스페인산 생자몽 11.1개를 착즙한 자몽착즙 95%와 펄

프셀 5%가 들어있음. 

○ 과일 가공산업은 정부의 당류 저감 정책 및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일 

주스 제조 시 첨가당을 줄이거나 첨가당을 전혀 넣지 않는 착즙주스로 전환

해야 할 것임. 

○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채주스 가운

데 일반과립주스를 구매하는 비중이 75.4%이고 착즙주스 구매 비중은 

24.6% 수준이었음.

- 혼합물 유형에 따라 단일과일 주스가 71.4%, 단일 채소 주스가 13.4%로 

나타나 주로 혼합하지 않은 단일 주스 선호도가 큰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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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커피, 탄산음료 대용 30.0 27.9 21.4 28.6

평소 물 대신 갈증 해소 27.5 15.0 12.9 15.7

건강 위한 비타민 섭취 11.3 18.6 31.4 25.7

아침/저녁식사 대용 2.5 7.1 3.6 3.6

간식 대신 25.0 29.3 27.9 24.3

기타 3.8 2.1 2.9 2.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그림 3-8> 소비자의 주 구매 과채음료 유형

혼합물 유형별 주 구입 과채음료

71.4%

13.4%

6.2%

1.2%

7.8%

오렌지, 포도등 단일과일주스

토마토, 당근, 알로에등 단일채소주스

다양한과일 혼합주스

다양한채소 혼합주스

과일+채소혼합주스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 과채음료를 섭취하는 이유로는 연령별로 각각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음. 

- 탄산음료의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10대의 경우 ‘커피‧탄산음료 등 음

료 대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20대와 30대는 각각 ‘간식 대

신’과 ‘건강을 위한 비타민 섭취’ 응답 비중이 가장 컸음.  

<표 3-14> 소비자의 과채 음료 음용 목적

단위: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15). �2015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을 참고하여 재정리.  

�����오렌지, 포도 등 단일 과일 주스

토마토, 당근, 알로에 등 단일 채소 주스

다양한 과일 혼합 주스

다양한 채소 혼합 주스

과일＋채소 혼합 주스





제4 장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영양학적 비교분석

1. 당류 섭취와 건강의 영향

1.1. 당류의 대사 및 기능

○ 당류는 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외에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갖게 하고, 

식품의 조리, 가공에서 단맛이나 기능적인 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감미료로

도 이용됨.

○ 이당류인 맥아당, 자당, 유당은 소장 벽세포에서 분비되는 이당류 분해효소

에 의해 단당류로 분해됨.

- 맥아당은 포도당 2분자, 자당은 포도당과 과당,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

스로 분해됨.

- 분해된 단당류 중 포도당과 갈락토스는 능동적 운반과 촉진 확산에 의해 

흡수되고 과당은 촉진 확산에 의해 흡수됨. 

- 과당은 과당-1-인산으로 전환되어 해당 과정의 중간과정, 또는 포도당 신

생합성과정으로 유입되거나, 글리세르알데히드로 전환되어 글리코겐 및 

중성지질 합성과정에 유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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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에서 흡수된 단당류는 모세혈관과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된 후 체내 

세포로 이동되어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글리코겐의 형태로 전환되어 간이

나 근육에 저장됨. 

○ 최근 당류의 과잉 섭취와 만성질환의 발생과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많

이 발표되고 있음. 

- 메타분석 또는 체계적 고찰 연구에서는 첨가당의 과잉 섭취는 식사의 영

양밀도를 감소시키며, 성인이나 어린이 모두 비만, 당뇨 및 심혈관계질환

과 같은 만성질환(Te Morenga et al. 2012; Te Morenga et al. 2014; Vos 

MB et al. 2016) 그리고 충치(Moynihan et al. 2014) 발생의 위험을 높이

는 것으로 보고됨. 

1.2. 식품 제조나 조리 가공 중에 첨가되는 당류의 건강영향

○ 대부분의 과일이나 유제품은 총당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한 식사

를 구성하는 식품의 측면에서 중요함. 반면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조리 시에 

첨가되는 당과 시럽의 섭취가 증가되면, 필수영양소 등의 섭취가 낮아서 식

사의 영양밀도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됨(IOM 2002). 비록 첨가당이

나 자연적으로 생성된 당이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첨가당 함량이 

높은 식품은 상대적으로 영양소 밀도가 낮은 경향이 있어 영양적으로 낮게 

평가됨. 

○ 당류는 우유나 과일에 내재되어 있는 당 이외에 흔히 사탕수수나 사탕무를 

가공하여 만들어지는 설탕(자당, 과당과 포도당의 1:1 결합)과 단당류인 포

도당과 과당의 액상 혼합물인 액상과당(high fructose corn syrup: HFCS) 등

의 형태로 주로 섭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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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과당은 저렴한 비용과 용이성, 그리고 같은 양의 설탕보다 단맛을 더 

낸다는 장점으로 식품업계에서는 탄산음료, 과일음료, 주스, 파우더믹스, 

잼, 젤리류, 코코아, 초콜릿, 디저트 토핑, 요구르트, 통조림, 제과, 제빵, 캔

디, 빙과류, 유제품, 이유식, 토마토케첩, 각종 장류 등의 가공식품에 설탕을 

대신할 감미료로 많이 사용됨. 

- 달다고 생각되지 않는 많은 가공식품들에도 많은 양의 액상과당과 같은 

당류가 함유되어 있음. 55% 과당의 액상과당은 주로 음료류에 많이 쓰임.

○ 정제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이기 때문에 자당효소와의 반응 

이후 소장 내로 흡수되는 반면 액상과당은 단당류로 존재하여 보다 빠르게 

체내로 흡수됨.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인슐린 분비 능력이 낮아 포만감 및 

식욕억제에 대한 조절 능력이 결여되고 이에 따라 음식물의 섭취를 조절하

지 못해 결과적으로 높은 식욕이 유지되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음. 

○ Hu(2013)는 가당음료수 섭취를 줄이면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만

성질환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함. 그 기전으로 

가당음료수의 형태로 섭취되는 에너지는 빠르게 흡수되어 다음 식사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해 체중 증가에 기여하게 됨. 또한 체중 증가 이외에 

당부하와 과당 섭취 비율을 높여 인슐린 저항성, 베타세포 기능이상, 염증, 

고혈압, 내장지방 축적 등을 유발하여 결국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심혈

관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함(Malik et al. 2010).

○ 식품업계에서는 액상과당 대신 설탕으로 대체하려 하나 설탕도 액상과당과 

과당의 함량 차이가 크지 않아 액상과당의 대체제가 될 수 없으며, 과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임. 또한 칼로리가 없는 인공감미료

를 사용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건강 영향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기에 대안

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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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영양학적 비교

2.1. 과일 및 과일주스의 영양소 함량 비교6

○ 우리나라의 식품성분표에는 당류 함량이 분석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의 식

품성분표를 이용하여 과일과 과일주스의 당류 등의 영양소 함량을 비교하

였음. 과일과 과일주스는 탄수화물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열량 또한 

큰 차이가 없음. 

- 감귤의 100g 기준 탄수화물은 90g, 감귤주스는 91g으로 거의 비슷함. 

- 감귤의 100g 기준 에너지는 357kcal, 감귤주스는 387kcal로 큰 차이 없음. 

○ 그러나 과일은 탄수화물 중 식이섬유 비율이 과일주스에 비해 높고, 탄수화

물 중 당류로 분류되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비율이 과일주스에 비해 낮음. 

즉, 과일은 복합탄수화물의 비율이, 과일주스는 단순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음. 

- 과일은 탄수화물 중 식이섬유 비율이 5~55%(평균 19%)인 반면 주스는 

0~11.2%(평균 4%)로 과일 식이섬유의 비율이 과일주스보다 높았음. 

- 과일주스는 탄수화물 중 당류로 분류되는 단당류와 이당류의 비율이 

37~99%(평균 88%)로 상당히 높음. 

- 즉, 과일은 복합탄수화물의 비율이, 과일주스는 단순탄수화물(단당류, 이

당류)의 비율이 높음. 단순탄수화물은 화학적 구조가 단순하므로 빨리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상승시킴.

○ 비타민 C의 경우 비타민 C가 주스에 따로 첨가되지 않았을 때 많게는 370

배(석류)까지 과일의 비타민 C 함량이 높았음. 비타민 A는 과일에는 존재하

나, 주스는 ‘0’으로 보고된 제품이 많았음. 

6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 식품과 최정숙 과장과 최용민 연구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정리

한 박미성·신성철(2016) 내용을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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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및 과일주스의 비타민과 무기질의 함량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과일주스

는 식이섬유소를 과일보다 적게 함유하고 있어서 과일에 비해 체내로 소화

와 흡수가 빠르고 이로 인해 혈당을 신속히 상승시켜 인슐린과 스트레스호

르몬 분비를 촉진할 수 있음.  

국문명
에너지

(Kcal)

탄수화물

(g)

식이섬유

(g)

총당

(g)

비타민C

(mg)

비타민A

(RAE)

감귤, 생것 357 90 12 71 180 229 

감귤주스, 생것 387 91 2 89 279 117 

레몬, 생것, 껍질 제거 263 85 25 23 481 9 

레몬주스, 생것 286 90 4 33 503 0 

망고, 생것 363 91 10 83 220 326 

망고주스, 스무디 381 91 0 76 15 0 

배, 생것 355 95 19 61 27 6 

배넥타, 캔제품, 비타민 C무첨가 375 99 4 95 7 0 

복숭아, 노란 것, 생것 350 86 13 75 59 144 

복숭아 주스, 캔제품 352 92 10 82 29 152 

사과, 생것, 껍질 포함 360 96 17 72 32 21 

사과주스, 캔/병제품, 무가당, 비타민C 무첨가 391 96 2 82 8 0 

살구, 생것 352 81 15 68 73 703 

살구넥타, 캔제품, 비타민C 무첨가 370 95 4 91 4 436 

석류 376 85 18 62 46 0 

석류쥬스, 병제품 384 93 1 90 1 0 

오렌지, 생것, 나빌품종 349 89 16 61 421 86 

오렌지주스, 냉장유통, 농축액 포함 383 90 2 65 263 16 

자두, 생것 360 89 11 78 74 133 

자두주스, 캔제품 363 95 6 89 18 313 

자몽, 생것 351 89 12 77 378 505 

자몽주스, 캔/병제품, 무가당 386 90 9 82 322 23 

파인애플, 생것 357 94 10 70 341 21 

파인애플 주스, 캔제품 364 95 5 88 58 12 

포도, 생것 358 92 5 87 21 27 

포도주스, 캔/병제품, 무가당, 비타민C 첨가 387 95 1 92 161 0 

주: 절대치 비교를  위해 건조중량 기준으로 환산함.

자료: USDA(2015). nutrient database SR28.

<표 4-1> 과일 및 과일주스 영양성분 비교(건조중량 100g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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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과일, 과일주스, 과일 탄산음료의 1인 1회 분량별 영양소 함량 및 대사적 효과

    

자료: USDA(2015). nutrient database SR28; Science in the news(2015)를 참고하여 재정리. 

2.2.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섭취 시 장단점

○ 과일과 과일 가공품 섭취 시 장단점을 오렌지를 예를 들어 살펴보았음. 오

렌지를 생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오렌지 주스나 오렌지 탄산음료보다 식

이섬유,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게 되며, 탄산음료의 경우 특히 

다른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가공식품으로 먹는 과일주스의 경우에

는 열량이나 당류 함량이 제품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비타민을 따로 첨가하

지 않으면 과일에 비해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를 적게 함유하고 있음.  

○ 과일의 경우 식이섬유소가 풍부하여 과일주스보다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

하게 하고 당류가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어 혈당을 천천히 상승하게 함. 

그에 반해 과일보다 식이섬유 함량이 적은 과일주스는 상대적으로 포만감

이 적고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고 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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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과 과일주스의 에너지나 당류 함량은 비슷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식품 속 

식이섬유, 비타민, 파이토케미칼(Phytochemical)7 등의 영양소 함량이나 종류

는 차이가 있고 체내 대사적인 측면도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 특히 당류가 

많이 함유되고 다른 영양소의 함량이 낮은 과일 주스 제품의 경우는 과일보

다 탄산음료와 매우 유사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음.

3. 한국인의 과일 섭취와 질환과의 관련성 

3.1. 선행 연구 검토

○ 심혈관계 질환 및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고 질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과일

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됨(Lichtenstein AH et al. 2006) 과일과 채소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에너지 밀도(Energy Density)가 낮

고, 비타민과 미네랄, 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이 풍부함(WCRF 2007). 

○ 세계암연구재단(WCRF 2007)에서는 비전분성 채소 및 과일 섭취와 구강, 

인두, 후두, 식도, 위, 폐암, 대장암 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집

단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로 과일과 채소를 하루 최소 600g 이상(개인은 

하루 최소 400g) 섭취할 것을 권장함.

- 채소는 비전분성 채소로 염장채소는 제외한 것임. 

○ 최근 2013년까지 코호트 연구를 중심으로 과일과 채소 섭취와 총사망률, 심

7  식물 속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로 식물 자체에서는 경쟁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거나, 각

종 미생물·해충 등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 등을 한다. 또 사람의 몸에 들

어가면 항산화물질이나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식물

생리활성영양소임(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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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질환 및 암 사망률의 관련성을 메타분석한 연구 결과(Wang X et al. 

2014)에서는 과일 섭취 비율이 증가할수록 총사망률 및 심혈관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음. 

- 1일 1회 섭취량 증가당 총사망률은 6%,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5%임.

<그림 4-2> 총사망률과 과일 섭취와의 관련성

자료: Wang X, et al.(2014).

○ 우리나라의 채소 및 과일 섭취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지표에 

제시된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500g 이상을 목표로 제시함.

-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서는 채소·과일 1일 500g 이상 섭취자 분율이 

38.3%(’14년)로 채소 및 과일 섭취가 부족하였음. 특히 20대 이하 연령

에서 섭취가 낮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낮았음.

<그림 4-3> 우리나라의 과일 및 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분율(2014 국민건강통계)

연도별 과일‧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분율(%) 연령·소득 수준별 과일·채소 1일 500g 이상 섭취자(%)

주: 소득 수준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구분하고, 2005년 추

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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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 검토 결과, 채소·과일 섭취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으나, 과일 섭취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음. 본 연구

에서는 한국인의 과일 섭취와 질환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함. 

3.2. 분석 방법 및 자료 개요

3.2.1. 분석 방법

○ 한국인 성인의 과일 섭취와 질환(비만, 고혈압, 당뇨병, 영구치우식)과의 관

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식품섭취조사 자료가 있는 19세 이상 성인 28,15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식품섭취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이용하여 조사되었고 조사 내용으로 조사 직전 1일 24시간 동안 

섭취한 식사의 끼니별 음식명, 음식별 식품 재료명 및 식품 섭취량이 포함됨. 

○ 과일, 과일 가공품, 과실류 음료 섭취량.

- 조사된 식품섭취조사 자료에 분류된 18개 식품군 중 과실류로 분류된 식

품목록을 산출하여 과일(원재료성 과일)과 과일 가공품(주스와 과일 가

공품류 등 포함)으로 분류하고 1인 1일 섭취량을 산출함. 

- 과실류 음료는 과실류의 과일주스뿐만 아니라 음료류의 과실류 음료를 

모두 포함하여 분류해 1인 1일 섭취량을 산출함.

○ 질환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영구치 우식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적용함.

- 비만은 측정된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지수를 산출하고, 체질량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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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함.

- 고혈압 유병률은 수축기혈압≥140mmHg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또

는 고혈압약 복용을 한 경우로 정의함.

- 당뇨병 유병률은 공복혈당≥126 또는 당뇨병약 복용 또는 인슐린주사 

투여 또는 의사진단을 받은 경우로 정의함.

- 영구치 우식은 영구치 우식증(충치)을 현재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

우로 정의함.

○ 기타 사회경제적 수준 등 관련성 분석에 필요한 변수들을 분석에 사용함.

○ 자료의 통계처리에는 SAS 9.4(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였으

며, 본 사업의 분석 결과는 각 개인별 가중치가 적용된 survey procedure를 

통해 집락추출 변수(PSU) 및 분산추정층(KSTRATA)을 사용하여 산출함.

○ 식이섭취(과일, 과일 가공품, 과실류 음료 등)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

고자 1일 식품섭취량은 각각 100g, 200g 기준으로 나누었음. Proc surveylo-

gistic 명령어를 사용하여 성, 연령, 소득, 총에너지, 음주, 신체활동 등을 보

정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오즈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음. 모든 통계분석은 유의수준 5%하에서 유의성

을 검증함.

3.2.2.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과일 섭취

○ 국민건강영양조사 2010~2014년을 통합한 전체 대상자를 연령별로 분류하

여 본 연구대상자인 19세 이상 성인의 섭취량과 비교하였음. 연령별 과일 

섭취량과 관련해 과실류는 본 연구대상자인 19~64세 성인이 가장 많이 섭

취한 반면에, 과실류 음료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12~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의 섭취가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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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 성인의 과실류 섭취량은 187.7g이었으며, 그중 과일은 168.9g, 

과일 가공품은 18.8g이었음. 

<그림 4-4>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과일 섭취량 분포

주: 과실류는 과일과 과일 가공품의 합계를 의미함.

○ 과일 및 과실류는 19세 이상 성인 중 여성이 많이 섭취하였으나, 과일 가공

품이나 과실류 음료는 남성이 더 많이 섭취함.

<그림 4-5> 성별 과일 섭취량 분포

주: 과실류는 과일과 과일 가공품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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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이상 성인 중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과실류나 과일 

뿐만 아니라 과일 가공품이나 과실류 음료 섭취에 대한 섭취가 적었음. 

<그림 4-6> 지역별 과일 섭취량 분포

주: 과실류는 과일과 과일 가공품의 합계를 의미함.

○ 19세 이상 성인 중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총 과실류 섭취뿐만 아니라 과일

이나 과실류 음료 섭취도 많았음.

<그림 4-7> 소득수준별 과일 섭취량 분포

주: 과실류는 과일과 과일 가공품의 합계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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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과일 섭취와 질환과의 관련성 분석결과

○ 본 연구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에 대한 과일 섭취와 질환 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음.

-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5% 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

○ 원재료성 과일과 과일 가공품을 포함한 과실류의 섭취를 1일 100g, 200g을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일 100g 이상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낮았음. 200g을 기준으

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뇨병을 제외하고 고혈압과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여전히 유의적으로 낮았음.  

<표 4-2> 과실류 섭취가 1일 200(100)g/d 이상자와 200(100)g/d 미만자의 질병별 오즈비 분석

과실류 섭취 200g/d P

(확률)

과실류 섭취 100g/d P

(확률)<200g/d ≥200g/d <100g/d ≥100g/d

비만

 환자/대조군(명) 5164/10982 2655/5909 4061/8470 3758/8421

 OR1)(95% CI) 1.00(기준) 0.94(0.87-1.00) 0.0608 1.00(기준) 0.95(0.88-1.01) 0.0991

고혈압

 환자/대조군(명) 5414/10672 2527/6007 4281/8199 3660/8480

 OR1)(95% CI) 1.00(기준) 0.90(0.82-0.98) 0.0139 1.00(기준) 0.86(0.80-0.93) 0.0002

당뇨병

 환자/대조군(명) 1692/13074 765/7195 1368/10099 1089/10170

 OR1)(95% CI) 1.00(기준) 0.92(0.81-1.03) 0.1527 1.00(기준) 0.88(0.78-0.99) 0.0275

영구치 우식

 환자/대조군(명) 4778/10843 2189/6094 3861/8268 3106/8669

 OR1)(95% CI) 1.00(기준) 0.86(0.79-0.93) <.0001 1.00(기준) 0.81(0.75-0.87) <.0001

주: 오즈비(Odds Ratio)는 성, 연령, 소득, 총에너지, 음주, 신체활동 등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과실류 중에서 원재료성 과일(주로 생것)과 과일 가공식품으로 나누어 분석

한 결과에서는 과일을 1일 100g 이상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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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고혈압,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낮았음. 그러나 과일 가공식품의 섭취

는 1일 100g 이상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낮았으나, 1일 2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g 이상 섭취한 사람이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 과일 섭취가 1일 200(100)g/d 이상자와 200(100)g/d 미만자의 질병별 오즈비 분석

리고 100g/d 이상자와 100g/d 미만자의 질병별 오즈비 분석과일 섭취 200g/d P

(확률)

과일 섭취 100g/d P

(확률)<200g/d ≥200g/d <100g/d ≥100g/d

비만

 환자/대조군(명) 5375/11501 2444/5390 4296/9054 3523/7837

 OR1)(95% CI) 1.00(기준) 0.96(0.89-1.03) 0.2154 1.00(기준) 0.95(0.89-1.02) 0.1761

고혈압

 환자/대조군(명) 5562/11252 2379/5427 4495/8834 3482/7841

 OR1)(95% CI) 1.00(기준) 0.88(0.81-0.97) 0.0073 1.00(기준) 0.86(0.79-0.93) 0.0002

당뇨병

 환자/대조군(명) 1730/13718 727/6551 1415/10810 1042/9459

 OR1)(95% CI) 1.00(기준) 0.93(0.82-1.06) 0.2854 1.00(기준) 0.90(0.80-1.01) 0.0626

영구치 우식

 환자/대조군(명) 5006/11324 1961/5613 4110/8812 2857/8125

 OR1)(95% CI) 1.00(기준) 0.84(0.77-0.91) <.0001 1.00(기준) 0.80(0.74-0.86) <.0001

주: 오즈비(Odds Ratio)는 성, 연령, 소득, 총에너지, 음주, 신체활동 등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과일과 과일 가공식품을 합한 과실류 섭취와 질병 발생과의 상관성을 동일

한 기준인 1일 200g 이상 섭취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하면, <표 4-5>와 같음.

   과실류를 1일 200g 이상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과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낮았음. 

○ 원재료 과일(주로 생것)과 과일 가공식품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과일을 

1일 200g 이상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과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낮았음. 과일 가공식품을 1일 200g 이상 섭취한 사람은 영구

치 우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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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과일 가공품 섭취가 1일 200(100)g/d 이상자와 200(100)g/d 미만자의 질병별 오즈비 분석

과일 섭취 200g/d P

(확률)

과일 섭취 100g/d P

(확률)<200g/d ≥200g/d <100g/d ≥100g/d

비만

 환자/대조군(명) 5375/11501 2444/5390 4296/9054 3523/7837

 OR1)(95% CI) 1.00(기준) 0.96(0.89-1.03) 0.2154 1.00(기준) 0.95(0.89-1.02) 0.1761

고혈압

 환자/대조군(명) 5562/11252 2379/5427 4495/8834 3482/7841

 OR1)(95% CI) 1.00(기준) 0.88(0.81-0.97) 0.0073 1.00(기준) 0.86(0.79-0.93) 0.0002

당뇨병

 환자/대조군(명) 1730/13718 727/6551 1415/10810 1042/9459

 OR1)(95% CI) 1.00(기준) 0.93(0.82-1.06) 0.2854 1.00(기준) 0.90(0.80-1.01) 0.0626

영구치 우식

 환자/대조군(명) 5006/11324 1961/5613 4110/8812 2857/8125

 OR1)(95% CI) 1.00(기준) 0.84(0.77-0.91) <.0001 1.00(기준) 0.80(0.74-0.86) <.0001

주: 오즈비(Odds Ratio)는 성, 연령, 소득, 총에너지, 음주, 신체활동 등을 보정하여 분석한 결과임.

○ 신선과일을 많이 먹고, 과일주스 등 과일 가공품을 적게 먹는 사람은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영구치 우식 등 질병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4-5> 과일 및 과일가공품 섭취와 질병과의 관련성 분석 결과 정리

질병
과실류

과일

(원재료성 과일)

과일가공품

(주스와 과일 가공품류 등 포함)

200g/d 이상자 200g/d 이상자 200g/d 이상자

비만 × × ×

고혈압 낮음 낮음 ×

당뇨병 × × ×

영구치 우식 낮음 낮음 높음

 주: 유의수준 5%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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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식품성분표에는 당류 함량이 분석되어 있지 않아서 미국의 식

품성분표를 이용하여 과일과 과일주스에 함유된 당류 등의 영양소 함량을 

비교하였음. 과일과 과일주스는 탄수화물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열량 

또한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과일은 탄수화물 중 식이섬유 등 복합탄수화

물의 비율이, 과일주스는 단순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음. 또한 비타민 C와 A 

등도 과일이 과일주스에 비해 높음.

○ 과일과 과일주스로부터 동일한 열량을 섭취하더라도 대사적인 효과는 다르

게 나타남. 즉, 오렌지는 오렌지주스보다 식이섬유와 비타민 함량이 많고, 

혈당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상승시켜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잉 섭취를 예

방함. 또한 과일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영구

치 우식 위험이 낮았음.

- (영양학적 효과 비교) 과일 생과 〉과일주스 〉과일 탄산음료 

○ 과일을 1일 200g 이상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과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낮은 반면, 과일 가공식품을 1일 200g 이상 섭취한 

사람은 영구치 우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과일의 영양성분 및 질병 관련성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일은 식이섬유, 비타

민류, 포만감, 혈당 측면에서 과일주스 또는 음료보다 좋기 때문에 과일 생

과 소비를 권장하는게 바람직함. 

- 과일 주스는 영양성분·질병 관련성 측면에서는 과일 생과보다는 못하지

만, 비타민 등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과일 주스 이외 음료보다

는 건강에 유익함. 

○ 따라서 과일 섭취 시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홍보하여 생과

위주의 과일 소비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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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저감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과일 가공품 선호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당류 저감 정책에 관련하여 소비자의 인식과 과일 가공품 소비행태 및 선호 

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주부)패널 600

명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 14~18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내용은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소비행태, 식품 영양성분 표시 및 당 첨가 확인 여부, 당류 

섭취 권고 기준 및 당류 저감 정책 인지 여부, 착즙주스 향후 구입의향 및 

지불의사 금액, 과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 속성 등임.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20대가 3명(0.5%), 

30대가 54명(9.0%), 40대가 254명(42.4%), 50대가 223명(37.2%), 60대 이상

이 65명(10.9%)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74.3%, 고

등학교 졸업 이하가 25.7%를 차지함.

○ 조사 응답자의 소득 수준은 300만 원 미만이 20.0%, 300~500만 원이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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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상이 29.5%를 차지하였고, 거주 가족 수는 4인이 5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자녀 구성은 0~9세 자녀를 둔 응답자가 15.6%, 10대는 

38.8%, 20대는 45.6%로 나타났음.

<표 5-1> 조사대상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응답수 비중

연령

20대 3 0.5

30대 54 9.0

40대 254 42.4

50대 223 37.2

60대 이상 65 10.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4 25.7

대학교 졸업 이상

(전문대 포함)
446 74.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 120 20.0

300~500만 원 303 50.5

500만 원 이상 177 29.5

거주 가족 수

2인 이하 69 11.6

3인 158 26.5

4인 302 50.6

5인 이상 68 11.4

자녀구성

0~9세 99 15.6

10대 246 38.8

20대 289 45.6

합계 600 100.0

2. 소비행태 및 소비자 인식 분석

2.1.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소비행태

○ 각 가정에서 과일 가공품의 주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70.2%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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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과일 가공품의 주 소비자 <그림 5-2>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중 주로

소비하는 형태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인(주부)이 18.9%, 배우자가 10.5% 순이었음. 

○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중 주로 소비하는 형태는 생과일(46.9%)이 가장 많았

고, 주스·음료 등 과일 가공식품이 24.9%, 빵·과자 떡류 등 22.7% 순으로 

나타났음. 

○ 소득 구간별로 응답자의 과일 가공품 소비 형태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 구

간에서 생과일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가장 

높은 ‘500만원 이상’ 구간에서의 생과일 소비 비중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생과일 소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 소득구간별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주 소비 형태  

단위: %

소득구간 생과일 주스·음료 등
빵·과자 

떡류 등
우유 원재료성 식품

300만 원 미만 45.4 30.3 19.3 4.2 0.8

300만~500만 원 45.4 25.9 24.6 4.1 2.4

500만 원 이상 53.2 20.8 23.1 2.9 1.7



76

○ 응답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는 오렌지(34.7%)가 가장 많았으며, 사과(19.9%), 

토마토(12.4%), 포도(10.1%), 망고(8.7%) 순으로 나타났음. 한편, 파인애플

(1.0%)과 배(1.7%), 복숭아(2.2%) 등은 선호도 비중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

었음.

<그림 5-3> 소비자의 과일 선호 품종

○ 응답자 대부분은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중 과일로 섭취하는 것을 가장 선호

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착즙주스의 경우 2순위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으며, 

과일주스와 과일음료가 각각 3순위와 4순위를 차지하였음.

○ 소비자들이 과일 및 착즙주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과일음료 및 주스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맛이 좋아

서’, ‘가족 구성원이 좋아해서’ 순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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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유형별 선호 순위 

<표 5-3> 과일 및 과일 가공품 유형별 선호 이유 

단위: %

구분 과일음료 과일주스 착즙주스 과일

맛이 좋아서 48.9 36.8 17.1 16.5

가격이 저렴해서 8.9 11.8 2.4 1.0

가족 구성원이 좋아해서 22.2 23.7 12.2 10.8

종류가 다양해서 8.9 7.9 2.4 1.9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11.1 19.7 65.9 69.9

기타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2.2. 식품영양표시 및 당류 섭취 권고 기준 인지

○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5.7%로 대부분은 인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영양표시제도를 참고한다’는 응답은 56.2%로 나타

나 식품영양표시가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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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식품영양표시제도 인지 및 소비 시 영양성분 참고 여부 

<식품영양표시 인지 여부> <소비 시 영양성분 참고 여부>

조사되었음. 그러나 식품영양표시제도 인지 여부(65.7%)보다는 ‘소비 시 영

양성분을 참고한다’(56.2%)는 응답 비중이 낮았음. 

○ 소득 수준별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는 ‘500만 원 이상’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알지 못했다’는 응답은 ‘300만 원 

미만’에서 크게 나타났음.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에 대한 관여도가 높

다는 선험적인 결과와 일치함. 

- 소득 수준과 식품영양표시제도 인지 여부 간의 교차분석 결과, 피어슨

(Pearson)의 카이제곱 통계량이 7.939로 나타나 ‘소득 수준과 식품영양

표시제도 인지 여부라는 두 변수가 독립적인 관계이다’라는 귀무가설을 

유의수준 5%에서 기각함. 따라서 소득 수준에 따라 식품영양표시제도 

인지여부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식품을 구매할 때 ‘영양성분을 참고한다’는 응답 역시 ‘500만 원 이

상’에서 가장 높아 관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참고하지 않는다’는 응답

은 ‘3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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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음료·주스에 첨가당 함유 인지 및 구입 시 당 함량 확인 여부

<첨가당 함유 인지 여부> <구입 시 당 함량 확인 여부>

<표 5-4> 소득별 식품영양표시 인지 및 소비 시 영양성분 참고 여부
단위: %

구분
영양표시제도 인지 여부 소비 시 영양성분 참고 여부

알고 있다 알지 못 한다 참고 한다 참고 안 한다

300만 원 미만 55.0 45.0 52.1 47.9

300만~500만 원 67.3 32.7 55.7 44.3

500만 원 이상 70.1 29.9 59.7 40.3

○ 소비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과일주스·음료에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음. 그러나 평소 음료·주스 구입 시 포함되

어 있는 당 함량을 확인하는 소비자 비중은 첨가당을 인지하는 소비자 비중

(93.3%)보다 낮았음. 

- 대부분의 소비자가 첨가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

제 구매 의사결정에 활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정부의 당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하루 100g 미만의 당 섭취 권고기

준을 아는지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4.7%로 나타나 알지 못하

는 소비자(54.6%)가 더 많았음. 

- 과일을 섭취했을 때 동일한 양의 과일 가공품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건강

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응답자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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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당류 섭취 권고 기준 인지 및 과일의 건강 효용 인지 여부

<당류 섭취 권고 기준 인지 여부> <과일의 건강 효용 인지 여부>

2.3. 저당주스 향후 구입의향 및 지불의사 금액

○ 당을 첨가하지 않은 착즙주스의 효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0.5%로 많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소비자의 83.5%는 일반 주스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100% 착즙주스를 구

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향후 구매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고, ‘대학교 이상’ 학력을 지닌 소비

자들의 구입의향이 더 높게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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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착즙주스 효용 인지 여부 및 향후 구입의향

<착즙주스 효용 인지 여부> <착즙주스 향후 구입의향>

○ 착즙주스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착즙에 대해 ‘신뢰하지 못해서(39.5%)’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가격이 비싸서(37.3%)’로 나타났음.

- 당이 첨가되지 않은 착즙주스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회복

이 중요함을 시사함. 

<그림 5-9> 착즙주스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 착즙주스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동일한 양의 과즙 100% 일반주스가 1,000원

일 때 1,200~1,600원 수준이라고 응답한 소비자 비중이 67.7%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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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착즙주스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은 과즙 100% 일반주스 가격의 

1.2~1.6배 수준임. 

<그림 5-10> 착즙주스 지불의사금액  

○ 기존의 과일음료·주스보다 당 함량이 적은 저당주스에 대한 구입의향 조사

결과, 소비자의 8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저당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11> 저당주스 구입 의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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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일 가공품 선호 속성 분석

3.1. 분석 방법 및 변수 설정

○ 과일·과채 주스제품8의 속성별 가치를 측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제품을 예

측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는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활용하여 

부분가치를 추정하고자 함.

- 컨조인트 분석은 Loviere(1988)에 의해 개발되어 상품 자체를 평가함으

로써 상품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소비자의 효용을 추정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상품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임.

- 또한 컨조인트 분석은 전체 시장 수준이 아닌 고객시장의 구성원인 소비

자 개인 수준에서의 선호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타당성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음. 

- 소비자의 선택이나 선택의도에 대한 의미 있는 자료를 시의 적절하게 제

공한다는 측면에서 컨조인트 분석에 대한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

음(Green and Srinivasan 1990).

○ 컨조인트 분석에 사용할 속성과 속성 수준이 정해지면 제품 프로파일을 만

드는데, 제품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조건부 선택법(contingent choice 

method), 조건부 순위결정법(contingent ranking method), 조건부 등급결정

법(contingent rating method)의 3가지로 구분됨.

-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순위결정법을 이용하여 선호도 순위를 측정하고

자 함.

 8 식품공전 상 과일채소 주스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주스류의 원재료가 

과일과 과채인 제품이 많아서 과일·과채 주스제품을 중심으로 선호 속성을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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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조인트 분석에서 활용한 속성은 과일 가공품 전문가와 연구진 협의를 통

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속성 및 속성 수준을 선정하였으며, 농업관

측본부 소비자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함.

<표 5-5> 과일·과채 주스제품의 속성 및 속성 수준

속성 속성 수준

과일 종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오렌지, 자몽 등 과일류

토마토, 딸기 등 과채류

첨가당 함량

음료(첨가당 5% 이상)

주스(첨가당 5% 미만)

주스(첨가당 0%)

식감
과육이 씹힘

아무것도 없이 물과 같음

가격

1ℓ 2,000원

1ℓ 3,500원

1ℓ 5,000원

3.2. 속성의 중요도 및 부분가치 추정 결과

○ 과일·과채 주스제품의 속성별 중요도는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첨가당 함량’, ‘식감’, ‘원재료의 종류’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속성별 속성 수준의 부분가치를 살펴보면, 가격 속성에서는 1ℓ에 2,000

원인 것이 다른 가격대보다 부분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첨가당 함량 속성에서는 첨가당 0%의 부분가치가 높았음.  

- 식감 속성에서는 과육이 씹히는 것이 과육이 없는 물과 같은 것보다 부

분가치가 높았음. 

- 원재료의 종류 속성에서는 과일류보다는 과채류의 부분가치가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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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당이 첨가되지 않고 과육이 씹히는 과채 착즙주

스에 대한 소비자 효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됨.

<표 5-6> 과일·과채 주스제품 속성 수준의 부분가치 및 효용

속성 속성 수준 부분가치
중요도

(%)

부분가치

×중요도
모형 적합도

종류
과일 -.271

18.892
-5.120 

Pearson’s R

 = 0.707

(p<0.05)

Kendall’s tau

= 0.667

(p<0.01)

과채 .271 5.120 

첨가당

음료(첨가당 5% 이상) -.289

29.350

-8.482 

주스(첨가당 5% 미만) -.076 -2.231 

주스(첨가당 0%) .364 10.683 

식감
과육이 씹힘 .640

21.609
13.830 

아무것도 없이 물과 같음 -.640 -13.830 

가격

1ℓ 2,000원 .433

30.149

13.055 

1ℓ 3,500원 .150 4.522 

1ℓ 5,000원 -.583 -17.577 

○ 컨조인트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Pearson’s R값은 0.707(p<0.05)으로 나

타나 모형 적합성이 있으며, 모형을 개발할 때 사용된 계획 프로파일과 검

정 프로파일 간의 상관계수인 Kendall’s tau값은 0.667(p<0.01)로 분석되어 

직교 계획에서 추출된 프로파일들이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입증됨.

3.3. 부분가치를 이용한 시장 세분화

○ 과일·과채 주스제품의 시장 세분화를 위한 방법으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을 통해 군집별 효용을 비교함으로써 각 세분시장 간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과 선호하는 속성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음.

- 컨조인트 분석은 상품의 중요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지만, 이

를 활용하여 시장 세분화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됨.

- 즉,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개별소비자가 중요시하는 상품의 속성 및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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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치를 파악한 후, 개별소비자의 효용자료(부분가치)를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함으로써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음.

○ 컨조인트 분석 결과 도출된 각 속성별 부분가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실

시한 결과, 총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음. 

- 군집 1은 179명, 군집 2는 246명, 군집 3은 155명임. 

- 군집별 점유율은 각각 30.9%, 42.4%, 26.7%임. 

○ 세분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50대 주부가 많고 최종학력이 고등

학교 졸업 이하 비중이 타 집단보다 높으며, 군집 2는 군집 중 소득이 가장 

낮고 어린 자녀(0~9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군집 3은 소득이 높으

며 10대 자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집 1은 50대 주부가 많고 최종학력이 낮은 소비자 집단.

- 군집 2는 어린 자녀(0~9세)가 있는 소비자 집단.

- 군집 3는 소득이 높으며 10대 자녀의 비중이 높은 소비자 집단.

<표 5-7> 세분집단별 조사대상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군집 1(179명) 군집 2(246명) 군집 3(155명)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연령

20대 1 0.6 5 2 0.8 5 0 0.0 5

30대 14 7.8 4 26 10.6 4 11 7.1 4

40대 69 38.5 2 107 43.5 1 74 47.7 1

50대 75 41.9 1 84 34.1 2 56 36.1 2

60대 이상 20 11.2 3 27 11.0 3 14 9.0 3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 32.4 2 54 21.9 2 33 21.3 2

전문대 졸업 이상 121 67.6 1 193 78.1 1 122 78.7 1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7 20.7 4 48 19.4 4 30 19.4 3

300만~400만 원 39 21.8 3 71 28.7 1 25 16.1 4

400만~500만 원 50 27.9 2 59 23.9 3 47 30.3 2

500만 원 이상 53 29.6 1 69 27.9 2 53 34.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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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군집 1(179명) 군집 2(246명) 군집 3(155명)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가족

수

2인 이하 22 12.4 3 31 12.7 3 14 9.0 4

3인 41 23.0 2 71 29.0 2 39 25.2 2

4인 99 55.6 1 117 47.8 1 82 52.9 1

5인 이상 16 9.0 4 26 10.6 4 20 12.9 3

자녀

구성

0~9세 27 14.4 3 46 18.0 3 21 12.4 3

10대 75 40.1 2 93 36.3 2 71 41.8 2

20대 85 45.5 1 117 45.7 1 78 45.9 1

○ 군집별 응답 특성을 보면, 군집 1은 영양표시제도 인지 비율과 소비 시 영양

성분 표시 참고 비율, 정부의 당류 저감 정책 인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소비 시 당 함량 확인 및 착즙주스의 효과를 알고 있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집 1은 정부가 시행하는 식품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이를 활용

한 실제 이행률은 다소 낮은 집단임.

○ 군집 2는 당 함량 확인 후 구입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착즙주스 구입의향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집 2는 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 집단임. 

○ 군집 3은 소비 시 당 함량 확인 후 구입하는 비율이 가장 낮으며, 착즙주스

의 효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으나 향후 구입의향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남.

- 군집 3은 소득 수준에 비해 당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소비자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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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세분집단별 식품영양표시 및 당류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군집 1 군집 2 군집 3

영양표시제도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22(68.2) 160(64.8) 103(66.5)

알지 못한다 57(31.8) 87(35.2) 52(33.5)

소비 시 영양성분

참고 여부

참고 한다 103(57.5) 140(57.4) 81(52.9)

참고 안 한다 76(42.5) 104(42.6) 72(47.1)

당 섭취 권고

기준 인지 여부

알고 있다 86(48.3) 109(44.7) 68(45.3)

알지 못한다 92(51.7) 135(55.3) 82(54.7)

소비 시 당 함량

확인 여부

확인하고 구입 93(52.2) 136(55.3) 71(46.4)

확인하지 않음 85(47.8) 110(44.7) 82(53.6)

착즙주스의 효용

인지 여부

알고 있다 117(65.4) 176(71.5) 113(74.3)

알지 못한다 62(34.6) 70(28.5) 39(25.7)

향후 착즙주스

구입의향

의향 있다 149(83.2) 212(85.8) 124(80.5)

의향 없다 30(16.8) 35(14.2) 30(19.5)

○ 과일·과채 주스제품의 세분시장별 부분가치를 분석하였음. 군집별로 속성

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남. 

○ 군집 1(식품정책 고 인지도, 낮은 이행 소비자 집단)의 경우 과일류의 첨가

당 5% 이상 또는 5% 미만인 음료, 과육이 씹히며 1ℓ에 3,500원인 가격이 

높게 나타났음.

- 속성의 중요도는 식감, 가격, 첨가당 함량, 원재료의 종류 순서임.

○ 군집 2(당 관심도 높은 소비자 집단)는 과채류에 첨가당이 0%이고, 과육이 

씹히며, 1ℓ에 2,000원인 가격이 높게 나타났음.

- 속성의 중요도는 가격, 첨가당 함량, 원재료의 종류, 식감 순서임.

○ 군집 3(소득 수준에 비해 당 관심도가 낮은 소비자 집단)은 과채류에 첨가

당 함량이 5% 미만인 주스, 과육이 씹히며, 1ℓ에 5,000원인 가격이 높게 

나타났음.

- 속성의 중요도는 첨가당 함량, 가격, 식감, 원재료의 종류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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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과일·과채 주스제품 속성 수준의 부분가치 및 효용

속성 속성수준

군집1 군집2 군집3

F값 유의확률부분

가치
중요도

부분

가치
중요도

부분

가치
중요도

종류
과일 0.418

17.161
-0.584

19.485
-0.566

19.945
86.206 0.000

과채 -0.418 0.584 0.566 86.206 0.000

첨가당

음료

(첨가당 5% 이상)
0.574

26.296

-0.749

30.796

-0.551

30.574

92.455 0.000

주스

(첨가당 5% 미만)
-0.648 -0.304 0.948 153.027 0.000

주스

(첨가당 0%)
0.074 1.053 -0.398 109.948 0.000

식감
과육이 씹힘 1.147

29.450
0.210

14.745
0.742

23.493
67.519 0.000

과육 없음 -0.089 -0.210 -0.742 67.519 0.000

가격

1ℓ 2,000 -0.089

27.093

1.213

34.974

-0.206

25.988

158.371 0.000

1ℓ 3,500 0.831 -0.008 -0.383 66.74 0.000

1ℓ 5,000 -0.741 -1.205 0.589 207.668 0.000

모형 적합도

Pearson’s

 = 0.828***

Kendall’s tau

= 0.667***

Pearson’s

 = 0.835***

Kendall’s tau

= 0.722***

Pearson’s

 = 0.902***

Kendall’s tau

= 0.611**

○ 과일·과채 주스제품의 세분시장별 부분가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군집별로 속성의 중요도는 다르나, 세 군집 모두 식감 속성에서 과육이 

씹히는 부분가치가 높게 나타나 과육이 씹히는 식감을 선호함.

- 연령이 높고 최종학력이 낮은 집단의 경우 첨가당 함량이 있는 과일 음

료를 선호함.

- 0~9세의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첨가당이 없는 과채주스를 선호함. 

- 소득이 높으며 10대 자녀가 있는 집단은 첨가당이 5% 미만의 과채류 주

스를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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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 가정에서 과일 가공품의 주 소비자는 자녀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주부들은 과일 및 착즙주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과일 주스 및 음료에 첨가당이 포함

되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과일 주스 및 음료 구입 시 당 함

량을 확인하는 소비자 비중은 52%로, 첨가당을 인지하는 소비자 비중

(93.3%)보다 낮았음. 또한 당류 섭취 권고 기준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중이 

44.7%로 낮은 편임. 

- 따라서 당류 섭취 권고 기준 및 당류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단점 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착즙주스 및 저당주스 구입의향은 83.5~85.4%로 높아 향후 시장 확대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됨. 착즙주스에 대한 지불의향금액은 과즙 100% 일반주스 

가격의 1.2~1.6배 수준임. 

- 과일 주스 등 과일 가공품은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이용하며 국내산 이

용비중은 낮은 편임. 음료 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착즙주스에 국내산 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과일 생산체계를 이원화하여 생과 위주의 고품질 생산

체계와 더불어 가공 위주의 다수확 생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일·과채 주스제품의 선호 속성으로는 가격, 첨가당 함량, 식감, 원재료의 

종류(과일, 과채) 순서로 나타남. 따라서 가격이 저렴하면서 당이 첨가되지 

않았고 과육이 씹히는 과채 착즙주스에 대한 소비자 효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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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부분가치를 이용하여 과일·과채 주스제품 시장을 세

분화하였음. 연령이 높고 최종학력이 낮은 소비자는 영양표시제도 인지 비

율과 소비 시 영양성분 표시 참고 비율, 정부의 당류 저감 정책 인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소비 시 당 함량 확인 및 착즙주스의 효과를 알고 

있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시행하는 식품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만, 이를 활용한 실제 

이행률이 낮은 50대 주부를 대상으로 당이 첨가되지 않은 착즙주스의 영

양학적 효과 및 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어린 자녀(0~9세)가 있는 소비자는 당 함량 확인 후 구입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착즙주스 구입의향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는 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이므로 이들을 

영양학적으로 장점을 지닌 과일(생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홍보대상

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제6 장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 과제

○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

과제는 다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국내 원재료성 및 가공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당류 DB 구축

○ 현재 국내 당류 DB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의 원재

료성 DB는 아직 구축 및 공개되지 않아 미국 농무부의 국가영양성분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 농무부의 국가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National Nutrient Database 

for Standard Reference)는 7,000개 이상의 식품 원재료, 가공식품, 즉석

조리식품 및 본 식재료들에 대한 130개 이상의 필수 영양소 및 식이성분

들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식품정책개발 및 영양교

육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섭취하는 원재료성 및 가공식품에 대한 

당 DB가 구축되어야 함. 특히 가공식품은 총 당류 함량과 더불어 가공식품 

제조·가공 중 첨가된 당 함량 DB도 구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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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정책 및 사업 당류 DB 구축 현황 및 내용

2012. 10. 당류 줄이기 캠페인

∙ 22개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점 등의 커피, 음료 1,136종에 

대한 당류 함량 분석 및 발표

∙ (분석결과)음료 한잔(약 300㎖) 당 평균 당류 함량은 4.3~32g으로 WHO 

1인 1일 당 섭취 권고 기준 대비 9~64% 수준

2013 당류 저감화 전략개발 사업 ∙ 200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자료에 등장한 1차 식품 

3,193종에 대해 국내외자료 참고하여 당류 함량 DB 구축2014 우리 국민 당류 섭취량 평가 사업

2015. 11.

국민 다소비 식품의 당류 DB 확보 

및 조사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7~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량 자료에 등장한 가공식품의 

총 당류 및 첨가당 함량 DB 구축

<표 6-1> 국내 당류 DB 구축 현황

자료: 이행신 외(2015)를 참고하여 재정리.

2. 생과 위주의 과일 소비 확대 방안 모색 

○ 제 4장 과일 및 과일 가공품의 대사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에서 밝혔듯이 과

일과 과일주스로부터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대사적인 효과는 다르

게 나타남. 즉, 오렌지는 오렌지주스보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의 함량이 많으

며, 혈당을 천천히 조절하면서 상승시키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과잉 섭

취를 예방함. 

○ 또한 과일 섭취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고혈압, 당뇨, 영구

치 우식 위험이 낮았음. 따라서 과일 섭취 시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

에게 제공·홍보하여 생과 위주의 과일 소비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제 5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과일 가공품의 주 소비자는 자녀이며, 어린 

자녀(0~9세)를 둔 소비자는 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따라서 어린 자

녀를 둔 주부를 영양학적 장점을 지닌 과일(생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홍보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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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과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66.5kg으로 전 세계 연간 1인당 과일 소

비량인 75kg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중국,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보다 

적음. 따라서 생과 위주의 과일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네덜란드의 당류 저감 정책 중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를 무료로 일주일

에 두 번 제공하는 것은 과일과 채소의 접근성을 증가시켜 식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좋은 정책 사례임. 현재는 유럽연합의 학교 과일 프로

그램으로 확대·전환되었음.

3. 과일 가공산업에 국산 과일 이용률 제고 방안 모색

○ 국내 생산 과일의 가공 소비 비중은 9.5%로 낮은 편임. 과일은 생과 위주의 

소비가 건강에 가장 유익하지만, 소비의 다양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과일 가

공산업의 성장은 필요함. 과일의 색택이나 모양이 나빠 생과 위주의 소비가 

어려운 비상품과는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일 주스 등 과일 가공품은 대부분 수입산 원료를 이용하고 있음. 최근 주

스시장에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착즙주스의 제품을 살펴보더라도 국

산 과일을 이용하는 제품은 거의 없음. 국산 과일을 가공산업과 연계하여 

가공산업에서의 국산 과일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과일 가공산업에서 국산 과일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 과일 생

산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현재는 생과 위주의 고품질 생산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과일 생산체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음.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과 

위주의 고품질 생산체계와 더불어 가공 위주의 다수확 생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비상품과 위주의 과일 가공산업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96

4. 과일 가공품 개발 및 시장 확대

○ 과일의 기능성 및 맛을 활용한 과일 가공품 개발이 필요함. 

-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에서 국산 과일을 이용한 가공품, 예를 들

어 감귤초콜릿, 감귤비스킷 등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은 

좋은 사례임.  

○ 과일 가공산업은 정부의 당류 저감 정책 및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과일

주스 제조 시 첨가당을 줄인 저당주스나 첨가당을 전혀 넣지 않는 착즙 주

스로 전환해야 할 것임.

- 제5장 소비자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소비자들의 착즙주스 및 저당주스 

구입의향은 83.5.~85.4%로 높아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소비자들이 과일 가공품의 속성 중 가격 다음으로 첨가당 

함량을 중요한 속성으로 생각하고 있음. 

- 국산 과일 중 가공량이 가장 많은 감귤의 경우, 아름다운 가게와 사회적

기업이 협력하여 100% 제주산 감귤 9개(340㎖ 주스 1병당)를 사용한 착

즙 원액주스를 출시하여 아름다운 가게 전국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준비 중임.

○ 과일의 기능성 및 맛을 활용한 과일 가공품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전략적 

홍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함.

- 국산 과일을 이용한 착즙주스 마케팅은 제5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착즙 주스 

구입의향이 높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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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일·채소류 음료 공정 시 당류 대체재 이용

○ 식품공전에서 과일·채소류 음료의 정의는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을 의미함. 과일·채소류음료

는 농축 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로 구분됨. 

- 농축 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일즙, 채소즙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또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을 말함(다만, 원료로 사용되

는 제품은 제외함).

- 과·채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 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

원한 것과 과·채즙, 과·채퓨레, 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을 말함. 

- 과·채음료: 농축 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

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함.

○ <표 3-9>와 같이 과일채소류 음료의 100% 착즙액 기준당도가 식품공전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당도보다 낮은 편임. 

예를 들어, 사과(후지)는 14브릭스, 포도(캠벨)는 14브릭스, 거봉이나 MBA

포도는 16~18브릭스, 딸기는 10브릭스 수준임. 

- 국산 과일 맛에 익숙한 소비자는 식품공전상 100% 주스를 만든다하더라

도 덜 달게 느낌. 따라서 주스 제조회사는 식품공전상의 100% 주스를 만

들기 위해 과일농축액 100%를 이용하고, 설탕 및 액상과당을 첨가하여 

제조함. 예를 들어, 델몬트 스카시플러스오렌지주스100에는 오렌지 농축

과즙(100% 미국산)과 액상과당이 함유되어 있음. 

○ 설탕 및 액상과당을 첨가하지 않고 농축액만을 이용하여 당도 높은 과일주스

를 만들 수 있지만, 농축액은 설탕이나 액상과당보다 비싸므로 과일주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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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단가가 높아짐. 하지만, 농축액이나 과일즙으로만 만든 주스는 복합당이기 

때문에 설탕이나 액상과당 같은 단당보다는 건강에 나쁜 영향은 덜 끼침.

- 단, 가열하지 않은 과·채주스는 해당 과일·채소 이외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첨가당이 없음. 따라서 비가열방식의 

과일주스 즉, 과일을 갈아서 만든 주스는 당 이외에 영양소들이 포함되

어 있어 과일 생과를 섭취하는 효과가 있지만, 보관기간이 짧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

○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는 대부분 수입산 농축과즙을 이용하고 있음. 국내 생

산 과일을 이용한 과일음료를 제조하는 곳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과일 가공

공장 위주이며, 과종으로는 사과, 배, 감귤, 포도 등임. 

- 농협에서 생산되는 과일주스 및 음료는 국산 농축과즙만 이용한 프리미

엄 주스도 있지만 가격경쟁력 때문에 대부분 제조과정에 설탕이나 액상

과당이 첨가되고 있음.

○ 설탕 대체 감미료 종류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오사이드, 자일리톨, 

액상과당, 사카린 등이 있음.9 설탕 대체 감미료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200~600배의 단맛을 내지만, 열량은 없어 당류 저감을 위한 과일 가공산업

의 대안으로 꼽히고 있음.  

- 하지만 인공감미료라는 특징으로 인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당류를 줄이기 위해 설탕 대체 감

미료 이용을 확대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설탕 대체 감미료 개발을 위해 국내에서도 노력하여 알룰로오스를 개발한 바 

있음. 알룰로오스의 단맛은 설탕의 70% 수준이나 열량은 없음(1g당 0kcal). 

-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알룰로오스 열량계수 신선을 추진하고 있음

(2016. 1. 14. 행정예고).

9 설탕 대체 감미료의 종류와 특징은 <부록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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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채널 확대

○ 제5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 10월 14~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

업관측본부 소비자패널 6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당류 섭취 권고기준에 대

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44.7%만 하루 100g 섭취 권고기준을 

알고 있었음. 따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활용하여 

당류 섭취 권고기준과 2018년부터 시행되는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 의무화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서는 병원 자판기에 신호등 영양표시처럼 색깔별로 위험도를 표시하

여 소비자가 음료 구매 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또

한 미국의 영양표시에 총 당류, 총 당류 중 첨가당 함량을 표시하거나 영국

의 식품 영양성분에 총 당류 함량을 제시하고 함량에 따라 신호등 색깔로 

표시한 것도 소비자의 정보 취득을 용이하도록 한 좋은 사례임. 

○ 정부의 당류 저감 정책 발표 배경이 가공식품, 특히 탄산음료에 초점이 맞

춰져 있음. 그러나 정부의 당류 저감 정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이 과

일산업이라는 분위기는 과일 섭취 시의 영양학적 장점에 대한 홍보가 부족

하기 때문임. 따라서 과일 섭취 시의 장점을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통해 

교육·홍보하여 생과 위주의 과일 소비를 권장하는 한편, 과일 가공산업에서

는 관행대로 첨가하던 당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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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유형 원재료 함량
첨가당/

첨가물

탄수화물 함량

(1회 섭취량 기준) 

(1일 전체)

당류 비고

롯데제주사랑감귤사랑 과·채음료
감귤농축액

(감귤과즙 50%, 국산)
액상과당 17g(5%) 12g

웅진내사랑사과드링크 

185㎖
과·채음료

사과농축액

(과즙으로 4.76%, 중국산)

액상과당, 

수크랄로스
14g(4%) 14g

델몬트프리미엄오렌지

100 180㎖
과·채음료

오렌지농축과즙

(100%, 미국산)
22g(7%) 15g

매일피크닉사과 

200㎖
과·채음료

사과농축과즙(8%, 수입산), 

사과페이스트(사과과즙으로

2%, 칠레산)

액상과당 17g(5%) 16g

남양과수원사과 

200㎖
과·채음료

사과농축과즙(과즙으로 환원시 

18%, 칠레산 80%, 국산 

20%)

백설탕, 

액상과당, 

수크랄로스

17g(5%) 16g

웅진내사랑오렌지드링크 

185㎖
과·채음료

오렌지농축액(과즙으로 14%,

그리스산)

액상과당, 

수크랄로스
16g(5%) 16g

롯데코코포도 

340㎖
과·채음료 백포도농축액(10%, 칠레산)

백설탕, 

액상과당
22g(7%) 19g

웅진자연은제주감귤

340ml
과·채음료

감귤농축액

(과즙으로 50%, 국산)
백설탕 24g(7%) 21g

델몬트매실PLUM 

180ml
과·채음료

매실농축과즙(5.5%, 국산),

사과농축과즙(4.5%, 칠레산)
액상과당 25g(8%) 25g

부록 1

시 에 매되는 과일 가공품의 원재료  
첨가당 함유 조사

<부표 2-1> 시중에 판매되는 과일 가공품의 원재료 및 첨가당 함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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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유형 원재료 함량
첨가당/

첨가물

탄수화물 함량

(1회 섭취량 기준) 

(1일 전체)

당류 비고

해태포도봉봉 

340ml
과·채음료

포도과즙농축액(과즙으로 10%, 

이탈리아산 67%, 스페인산

33%)

백설탕 45g(14%) 44g

델몬트스카시플러스

오렌지주스100 1.5L
과·채주스 오렌지농축과즙(100%, 미국산) 액상과당 21g(6%) 15g

미닛메이 드 오렌지 

350ml
과·채주스 오렌지농축과즙(100%, 미국산) 백설탕 41g(12%) 36g

미 닛 메 이 드 포 도 

350ml
과·채주스 포도농축과즙(100%, 미국산)

백설탕, 

액상과당
50g(15%) 47g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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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당도 특징 개발 안전성/유해성

아 스

파탐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200배의 단맛

이 나는 인공감미료

∙ 사카린, 스테비오사이드 등의 고감미 감미료

와는 달리 쓴맛이 없음. 

∙ 오렌지, 포도와 같은 과일 향을 한층 더 강

하게 느낄 수 있으며 커피의 쓴맛을 감소시

키는 데 효과가 있음.

∙ 주로 청량음료의 첨가물로 세계 120여 개국

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감미료 시장의 20%를 차지하

고 있으며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10억 달

러에 이름.

1965년 미

국 개발

∙ 인공감미료

∙ 1983년 FDA 승인

∙ 미국공익과학센터(CSPI)  

  위험 경고

수 크

랄로

스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

이 나는 무열량 인

공감미료

∙ 설탕을 원료로 제조돼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음. 

∙ 물이나 메탄올, 에탄올 등에 잘 녹으며 아세

트산에틸에는 잘 녹지 않음. 특히 저온의 물

에서도 매우 잘 녹음. 

∙ 각종 음료나 잼류,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 설

탕대체식품, 영양보충용식품 등에 첨가함.

영국 개발

∙ 인공감미료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

품 첨 가 물 전 문 가 위 원회

(JECFA) 안전성 확인

∙ 미국공익과학센터(CSPI) 

2013년 백혈병 유발 우

려 등 발암 관련 이유로 

‘안전’ 등급에서 ‘주의’ 등

급으로, 2016년에 다시 

‘기피’ 물질로 2단계 조정

하여 위험 경고함.

스테

비 오

사 이

드

설탕보다 300배 강

한 단맛을 내는 스

테비아(stevia)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천

연감미료

∙ 주로 아시아와 남미에서 많이 사용되며, 소주

에 들어가는 감미료임.

∙ 일본 감미료 시장에서는 약 4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함.

1975년 일

본 개발
천연감미료

자 일

리톨

식물에서 추출한 천

연감미료로 설탕과 

비슷한 단맛이 나고 

당도도 설탕과 비슷

함.

∙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일란, 헤미셀룰로즈 

등이 주원료임.

∙ 1975년 핀란드의 생화학자 카우코 마키넨

(Kauko Makinen)은 자일리톨이 설탕과 거

의 똑같은 감미료의 역할을 하면서도 충치까

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함.

제2차 세계

대전 중 핀

란드 개발

천연감미료

부록 2

설탕 체 감미료 종류  특징

<부표 3> 설탕 대체 감미료 종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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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종류 당도 특징 개발 안전성/유해성

액상

과당

액상과당의 단맛 정

도는 그것에 포함된 

과당의 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액상과

당은 그 자체로 포

도당 혹은 설탕보다 

더 단맛이 남.

∙ 전분 분해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이성질화효소를 사용하여 과당으로 이성질화

한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액

∙ 단맛이 빨리 없어져 청량감을 줄 뿐 아니라, 

저온상태에서도 설탕보다 단맛을 느끼기 쉬

워 음료, 빙과에 널리 사용

∙ 포도당보다 인체가 느끼는 감미가 강하며, 화

학적 구조를 볼 때 벌꿀과 가까워 거부감이 

적음.

∙ 식욕억제 호르몬을 차단하여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많이 먹게 될 수 있으니 섭취량 

조절 필요.

1965년 요

시유키 타카

사키가 인위

적으로 설탕

을 과당으로 

전환하는 효

소 개발

인공감미료

사카

린

사카린은 전혀 열량

이 없으면서도 설탕

에 비해 300~500

배 정도의 강력한 

단맛을 냄.

∙ 사카린은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

로 배설되기 때문에 칼로리가 전혀 없어 다

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나 당뇨병 환자들에

게 설탕을 대신하는 감미료로 널리 사용됨.

∙ 인공감미료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발암

성 문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음.

1957년에는 

미국에서 식

품첨가제로 

인정을 받음

∙ 인공감미료

∙ 1977년에 과다 섭취가 

방광암을 유발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사카린은 큰 타격을 받음

∙ 미국 국립 환경보건학연구

소는 마침내 사카린이 인

체에 암을 유발하는 물질

이 아니라는 최종적인 결

론을 냄.

자료: 최정숙(2016)의 농촌진흥청 인터레뱅 제174호(2016.6.15.)를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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