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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dietary behaviors, serum lipid profiles according to 
the progression of angiographically evaluated atherosclerosis. The subjects were 32 male patients aged 59-80 
yrs living in the Daegu area who underwent initial angiography for their lower extremities. We classified the 
subjects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 seriousness of iliac lesions based on angiographic results : Group I 
(lower lesion group) and Group II (higher lesion group). Dietary habits were evaluated by 10-item que-
stionnaires. Daily food intake of each subject was assessed by the 24-hour recall method. There were no sig-
nificant differences in serum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between the two groups. The food habit score 
of Group II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Group I (P＜0.001). Group II showed significantly lower di-
etary habit scores in the consumption of fish and bean product (P＜0.001), seaweed product (P＜0.01), and 
salt use (P＜0.001) than those of Group I. Dietary intake of vitamin C was significantly lower in Group II 
(P＜0.01).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more serious of atherosclerotic lesions the patients had, the poorer di-
etary habits they exhibited. Therefore, medical nutrition therapy for atherosclerotic patients should emphasize 
maintaining a balanced diet by consuming more fishes, beans, and seaweed as well as by reducing salt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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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통계청 자료(2010)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허혈성

심질환은 사망률이 1999년에는 인구 10만명당 21.2
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28.2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이 되었다.
허혈성심질환의 주원인은 동맥경화증인데, 동맥경

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비
만, 운동부족, 그리고 부적절한 영양 등이다.

고지혈증은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농도

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인데, 서양인들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고지방식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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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콜
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에는 

고중성지방혈증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이 공존하고 있

다.
선행 연구에서 식사 지방량과 지방산 조성, 콜레

스테롤 섭취량, 에너지, 섬유소, 엽산, 비타민 C, 비
타민 E 등이 혈청 지질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

소임을 제시하였다(Liu 등 2000). 국내에서도 관상동

맥질환자의 혈청 콜레스테롤은 포화지방, 총 열량, 
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섭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이상체중백분율과 체질량지수는 모두 중

성지방, 콜레스테롤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Lee & Rho 1999). 
또한 식습관이 좋은 경우에 혈청지질과 과산화지질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식사요법의 실천과 영양

교육은 혈청 콜레스테롤 감소효과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Jang & Cho 1999; Shin 등 2001).
미국의 경우 지난 반 세기 동안 국가적으로 장기

간에 걸친 심혈관질환의 관리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망률의 감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허혈성심질환의 예방

과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동맥경화증의 관리와 허혈성심질환의 예방차원에

서 식생활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려면 정상인

과 동맥경화증 환자 간의 비교와 더불어 동맥경화증의 

진행 상태에 따라 식습관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파

악하는 것은 필요하나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

로 동맥의 협착정도와 식습관을 비롯한 위험요인을 연

계하여 관찰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혈관조영술을 이용하면 혈관내강의 변형을 관찰

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는 동맥경화증을 추정 진

단하는 데 가장 좋은 검사법으로 평가되면서, 최근

에는 이를 이용하여 심혈관질환을 진단하거나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면서 혈관과 연관된 질환을 치료하

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지동맥에 혈관조영술을 처음

으로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동맥경화 진행 정도에 

따라 현재 식행동과 영양소 섭취 상태, 비만정도, 혈청 

지질 농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평가하여 동맥경화

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상담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구에 소재하는 종합병원 흉부외과를 

방문한 외래 환자 중에서 처음으로 하지 혈관조영

술을 시행한 59∼80세의 노년기 남성 중에서 영양상

담을 받은 환자 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흉부외과 

의사가 하지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을 때 동맥경화

증으로 판정된 사람은 34명이었으며 모든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32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09년 12월
부터 2010년 4월까지 5개월간이었다. 대상자들의 혈

관협착정도를 Fig. 1과 같이 Trans Atlantic Inter- 
Society Consensus 분류법에 따라 A형, B형, C형, D
형으로 분류한 후 혈관협착상태가 상대적으로 경미

한 Type A형과 B형은 Group I로, 혈관협착이 보다 

진행된 Type C형과 D형은 Group II로 Table 1과 같

이 분류하였다(Kim 등 2005). 혈관협착 단계에 따른 

해당자는 Type A형 12명(37.5%), B형 6명(18.8%), C
형 3명(9.3%), D형 11명(34.4%)이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일반적인 특성 및 생활습관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 성별, 직업, 학력, 월평균

수입,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에 관한 문항으로 구

성하여 조사하였고, 생활습관은 운동, 흡연, 음주에 

관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2) 식행동 조사

대상자들의 평상시 식행동 문항은 식사의 규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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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ASC2) (n=32)

 Group I
 Type A3)  12 (37.5)1)

 Type B4)   6 (18.8)

 Group II
 Type C5)   3 ( 9.3)

 Type D6)  11 (34.4)
1) N (%)
2) TASC: Trans Atlantic Inter-Society Consensus
3) Type A: Single stenosis of common iliac artery (CIA) or exter-

nal iliac artery (EIA)＜3 cm long (unilateral or bilateral)
4) Type B: Single stenosis 3∼10 cm long, not extending into com 

mon femoral artery (CFA) Two stenosis CIA or EIA not 
involving CFA＜5 cm Unilateral CIA occlusion,

5) Type C: Bilateral stenosis of CIA and/or EIA not involving 
CFA 5∼10 cm long, Unilateral EIA occlusion not involving 
CFA, Unilateral EIA stenosis extending into CFA, Bilateral EIA 
occlusion

6) Type D: Diffuse stenosis of entire CIA, EIA, and CFA ＞10 
cm, Unilateral occlusion of CIA and EIA, Bilateral EIA occlu-
sion, Iliac stenosis adjacent to aortic or iliac aneurysms

Table 1. Classification of subjects according to atherosclerotic 
lesion.

Figure 1. TASC morphologic stratification in iliac lesions (Kim 
et al 2005).

식사량, 식품군의 배합, 식사 기호, 음식 간의 정도 

등에 관한 총 10항목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식품섭취를 나타내도록 각 문항마다 1∼3
점을 부여하여 총 3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3) 식사섭취량 조사

조사대상자들의 식사 섭취량은 비연속 평일 2일
간에 대해 24시간 회상법(24-hour recall metho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사 당일 영양사가 대상자

의 하루 전날 섭취한 음식명과 각 음식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 및 양을 직접 면담으로 조사하여 기록

하였다. 기억을 돕기 위해 실물크기의 식품모형, 밥
그릇, 종이컵을 이용하였고, 섭취한 식품의 목측량

은 음식의 눈대중량 책자를 이용하여 실측량으로 

환산하였다. 조사대상자가 비연속 2일간 섭취한 식

품의 영양소 섭취량 분석은 영양평가용 program인 

CAN-Pro 3.0(한국영양학회)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과 비교하였다. 한편 평

소 식행동과의 비교를 위해 24시간 회상법으로 조

사된 각 식품의 섭취량을 교환단위로 환산하고 곡

류군, 육류 및 난류, 어류, 두류, 채소, 해조류, 과일,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각 군별로 합산하였다.

4) 신체계측, 혈압측정

대상자의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 신

장체중계(JENIX, Korea)를, 허리둘레를 측정하기 위

해 줄자를 각각 이용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최소한

의 복장으로 직립 자세를 취하고 측정하였고, 복부

둘레는 늑골 최하위 부위와 골반 장골능 사이의 중

간 부위를 줄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압은 최소 10분 이상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자동혈압기(자원메디컬, FT-500, Korea)를 이용하

여 수축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BP)과 이

완기 혈압(diastolic blood pressure, DBP)을 측정하

였다.

5) 혈액 내 생화학적 지표 분석

최소 12시간 이상의 금식을 한 후에 혈액을 채취

하였으며 혈청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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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I1) 

(n=18)
Group II2) 

(n=14) Significance 

Age (yr) 66.5±6.03) 69.7±7.8

NS5)

 55∼64 yr  8 (44.4)4) 6 (42.9)

 65∼74 yr 7 (38.9) 3 (21.4)

 ≥75 yr 3 (16.7) 5 (35.7)

Education

 ＜Middle school 6 (33.3) 5 (35.7)

 Middle school 8 (44.5) 7 (50.0)

 ＞Middle school 4 (22.2) 2 (15.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9 (50.0) 8 (57.1)

 100∼200 5 (27.8) 6 (42.9)

 200≤ 4 (22.2) 0 ( 0.0)

Smoking status

 1＜pack/day 4 (22.2) 4 (28.6)

 1≥pack/day 5 (27.7) 7 (50.0)

 Ex-smoker 6 (33.3) 3 (21.4)

 Non-smoker 3 (11.7) 0 ( 0.0)

Alcohol drink

 Current-drinker 8 (44.4) 3 (21.4)

 Ex-drinker 7 (38.9) 6 (42.9)

 Non-drinker 3 (16.7) 5 (35.7)

Exercise

 Yes 9 (50.0) 9 (64.3)

 No 9 (50.0) 5 (35.7)
1) Group I: TASC A, B 
2) Group II: TASC C, D
3) Values are mean±SD
4) N (%)
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chi-square test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은 생화학분석기(Toshiba 200 
F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7.0 PC version 프로그램

을 이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식행동, 식품섭취 빈도는 백분율을 

이용하여 나타내고 Chi-square test로 통계적 유의성

을 비교하였고, 두 군 간의 식행동, 생화학검사 결

과는 t-test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및 자기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Table 2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을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Group I은 66.5±6.0세, Group II
는 69.7±7.8세로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Group II에서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교육수준은 전체 대상자의 65.6%가 중졸 이상이

었는데, 군별로 비교하면 Group I에서 66.7%, Group 
II에서 65.3%로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가족 전체 총 수입은 전체적으로 100만원 미만이 

53.1%였다. 혈관협착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100만원 미만 소득 비율은 Group I 50.0%, Group II 
57.1%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자기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상태

를 비교해 보면 현재 흡연율은 Group I에서 49.9%, 
Group II 78.6%로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집단에서 

흡연율이 높았다. 현재 음주율은 Group I 44.4%, 
Group II 21.4%로 Group I에서 높았다. 과거에는 술

을 마셨으나 현재는 마시지 않는다는 비율은 Group 
I 38.9%, Group II 42.9%로 Group II에서 금주 실천 

비율이 높았다. 운동실천 정도는 현재 운동을 하는 

경우가 Group I, Group II에서 각각 50%, 64.3%로 

나타나 Group II의 운동 실천율이 높았다. 

2. 신체적 특성과 혈압 및 혈중 지질 상태

조사대상자의 신체계측 결과와 혈압 및 혈청 지

질 농도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신장은 Group I 
165.6±4.4 cm, Group II 165.7±5.3 cm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은 Group I은 68.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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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I (n=18) Group II (n=14)

Height (cm) 165.6±4.41) 165.7±5.3

Weight (kg)  68.7±11.7   64.1±10.1

BMI (kg/m2)2) 25.1±4.1  23.3±3.0

Waist circumferences (cm) 93.5±7.5  92.6±6.4

Blood pressure (mmHg)

  Systolic 133.3±17.3  138.4±17.6

  Diastolic  73.4±11.3  76.9±8.5

Total cholesterol (mg/dl) 166.9±24.4  182.4±26.3

Triglyceride (mg/dl) 175.9±71.7  116.9±41.1

LDL-cholesterol (mg/dl)  97.6±36.1  116.5±39.3

HDL-cholesterol (mg/dl) 40.3±6.0   43.1±11.0
1) Values are mean±SD
2) BMI: Body mass index=Weight (kg)/Height (m2)

Table 3. Anthropometric measurement, blood pressure and 
serum lipid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I 
(n=18)

Group II 
(n=14)

Do you eat the meal until you are full?   2.2±0.81) 2.4±0.7

Do you consider your regular meal as
 a well-balanced diet?  2.0±0.7 1.5±0.6

Do you skip meal regularly?  2.6±0.6 2.2±0.8

Do you like vegetables and take them
 frequently?  2.1±0.6 1.9±0.7

Do you like meat (beef, pork) and take
 them frequently?  2.2±0.5 2.0±0.8

Do you eat fruit frequently?  1.9±0.8 1.4±0.6

Do you eat fish and bean products
 frequently?  2.1±0.6    1.3±0.4***

Do you drink milk and yogurt daily?  1.4±0.7 1.3±0.6

Do you eat seaweed frequently?  2.0±0.7   1.3±0.6**

Do you eat salty foods frequently?   1.9±0.72)    1.2±0.4***

Total 20.4±3.3   16.6±3.1***
1) Values are mean±SD
2) 3 point scale; 1: much, 2: medium, 3: less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Table 4. Food habit score of the subjects.

kg, Group II는 64.1±10.1 kg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체질량지수는 Group I은 25.1±4.1, 
Group II는 23.3±3.0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었으며, 허리둘레도 Group I은 93.5±7.5 cm, Group II
는 92.6±6.4 cm로 역시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연구대상자들의 혈압,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Group II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식행동과 영양섭취 실태

Table 4는 조사대상자들의 식행동 상태를 점수화

하여 비교한 것이다. 식행동 각 문항별로 Group I과 

Group II를 비교하였을 때 생선과 콩 제품 섭취(P＜ 

0.001), 해조류(P＜0.01)의 섭취 정도는 혈관협착 정

도가 심한 Group II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짠 음식

의 섭취 정도는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과일 섭

취 정도는 Group II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그 밖의 다른 문항에

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식행동 총 

점수는 Group I 20.4±3.3점, Group II 16.6±3.1점으로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Group II에서 유의하게 낮아

(P＜0.001) 혈관협착 정도가 심할 때 평소 식행동 태

도가 좋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었다.
Table 5는 비연속 2일간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

한 식품섭취량 자료를 이용하여 곡류, 육류 및 계란, 
콩, 생선, 해조류,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섭취

량을 식품교환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다
른 식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콩 제품 섭

취량과 과일 섭취량은 Group II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1).
조사대상자의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6

과 같다. 에너지 섭취량을 에너지 필요추정량(EER)
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면 Group I은 97.0±26.1%(1939.0 
kcal), Group II는 99.8±27.2%(1995.3 kcal)로 두군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백질 섭취

는 Group I에서 권장섭취량의 168.4±58.3%(84.2 g), 
Group II는 183.14±62.3%(91.6 g)로 두 군 간에 유의

적 차이는 없었으나 Group II에서 섭취가 높은 경향

을 보였다. 지방의 경우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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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Group I (n=18) Group II (n=14)

Grains and starch  9.5±2.71) 10.3±3.0

Meat & egg 3.2±4.9  4.2±4.9

Fish 0.9±0.8  1.3±0.9

Beans 0.9±0.5    0.4±0.6**

Vegetables 3.1±1.0  3.2±1.2

Seaweeds 0.5±0.5  0.1±0.3

Fruits 1.9±2.2    0.4±0.9**

Milk 0.1±0.5  0.0±0.0
1) Values are mean±SD expressed as exchange unit intake per day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by t-test

Table 5. Food group intake of the subjects by 24-hour recall 
method.

Variables Group I (n=18) Group II (n=14)

Energy (kcal)  1939.0±523.61)  1995.3±544.8

Protein (g)  84.2±29.1
 (168.4±58.3)2)

  91.6±31.1
(183.14±62.3)

  Animal protein (g)  43.6±27.0   50.3±21.4

  Vegetable protein (g)  40.6±10.0   41.2±16.7

Fat (g)  47.9±38.1   49.6±21.7

  Animal fat (g)  30.2±37.0   28.6±16.4

  Vegetable fat (g) 17.7±8.0   21.0±10.7

Carbohydrate (g) 282.6±63.6  287.1±68.2

Fiber (g) 25.5±7.1  20.0±7.3

Calcium (mg)  577.8±294.9
 (82.5±42.1)

  525.3±263.3
  (75.0±37.6)

Vit. A (R.E)  767.5±348.0
(109.6±49.7)

  874.1±622.2
 (124.8±88.8)

Vit. B1 (mg)  1.1±0.3
 (91.5±29.0)

  1.2±0.3
  (94.2±30.8)

Vit. B2 (mg)  1.2±0.4
 (78.3±29.1)

  1.1±0.3
  (71.3±23.5)

Vit. B6 (mg)  2.2±0.7
(147.4±47.7)

  2.4±1.0
 (164.3±69.1)

Niacin (mg) 19.7±7.3
(122.9±45.7)

  22.3±11.2
 (139.1±70.4)

Vit. C (mg) 156.4±70.0
(156.4±70.0)

    81.5±36.4**
  (81.5±36.4)

Folate (μg) 276.2±89.4
 (69.1±22.3)

  239.1±112.0
  (59.8±28.0)

Vit. E (mg) 12.7±6.1  15.2±8.7

Iron (mg) 15.3±4.4
(169.7±49.5)

152.2±6.5
 (169.2±73.1)

Cholesterol (mg)  322.6±200.7   368.3±182.5

Sodium (mg)  5408.9±1271.8   5035.5±1104.8
1) Values are mean±SD
2) %RI (% of Recommended intak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by t-test

Table 6. Energy and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의한 차이가 없었다.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Group I
은 322.6±200.7 mg, Group II는 368.3±182.5 mg으로 

Group II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비타민 C의 경우 Group I
은 156.4±70.0 mg, Group II는 81.5±36.4 mg으로 혈

관협착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Group II에서 유의

하게 낮게 섭취하였다(P＜0.01). 그 밖의 영양소 섭

취량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하지혈관에 혈관조

영술을 처음으로 실시한 노년기 남성 동맥경화증 

환자들이었다. 이들의 현재 흡연율은 62.5%로 2007
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0세 이상 남성의 현재 

흡연율 27.2%보다 흡연율이 높았다. 그러나 본 조사

에서는 혈관협착 정도가 다른 두 그룹 간에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각 군별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비만학회에서 설정한 비만 판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BMI 분포를 저체중(＜18.5 kg/m2), 정

상(18.5∼22.9 kg/m2), 과체중(23.0∼24.9 kg/m2), 비만

(＞25 kg/m2)으로 분류하여 관찰한 결과 대상자의 

43.7%가 비만이었다. 이는 2007 제4기 국민건강영양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남자의 

비만율 36.6%보다 높은 수치인데 남성 심혈관계 질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비

만율을 보고한 바 있다(Ahn & Lee 1993; Oh 등 

2003). 이는 비만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임을 

인식하고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안내하는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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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복부비만을 나타내는 지표인 허리둘레 평균치는 

93.1 cm였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조사된 

60세 이상 남성의 허리둘레는 84.9 cm였으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동일한 연령대의 한국 남성

에 비해 복부 비만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허혈성심질환과 영양과의 관련성에 대한 전향적 

연구들을 보면 개별 영양소와 심혈관 발생 위험률 

간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보고가 이루어진 반면 전

체적인 식사패턴과 위험률의 관련성은 연구가 상대

적으로 부족한 편이다(Hu 등 2000). 개별 영양소 섭

취량만으로 심혈관 질환자의 식사관리상태를 평가

하거나 심혈관 질환 개선을 위한 식사의 실천방안

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사람들의 식

사는 개별 영양소로 구성되지 않음을 감안한다면 

영양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식사패턴, 식행동 전반

을 나타내는 지표와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식사개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서구 스타일의 식사패턴 중에서 지

중해식 식사가 그리고 동양식의 식사패턴이 일반 

서양식사에 비해 허혈성심질환의 위험률을 낮추는 

요인은 채소와 과일, 전곡류, 생선의 충분한 섭취와 

관련이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이다(Hu 등 

2000). 최근 미국에서 관상동맥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지침 준수 정도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진행 정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식사지침의 원칙을 잘 

따를수록 동맥경화 진행 정도가 지연되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개별 영양소의 섭취

량을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하고 혈관협착 정도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에너지 섭취량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량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비타민 C의 경우에만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Group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섭취하였다(P＜ 

0.05). Gey 등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심혈관질환에 의

한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서 혈장 비타민 C의 농도

가 유의하게 낮고, 혈장 비타민 C 수준이 낮을 때 

허혈성심질환의 위험률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보고하였다(Gey 등 1987). 한편 나트륨 과다섭취

는 소금섭취량을 제한하였을 때 혈액량의 감소로 

혈압이 낮아지는 것과는 독립적으로 심박출량의 증

가를 유발하고 동맥벽의 탄력성 감소, 좌심실 비후 

등과 관련이 있으며, 심혈관질환의 위험률을 증가시

키는 인자임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Alderman 2006). 
비연속 이틀간의 식사 섭취량을 교환단위 분량으

로 환산하여 비교하였을 때 과일과 콩류의 섭취가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

는 영양소 섭취량 중에서 비타민 C 섭취량의 경우

에만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군에서 낮았던 것과 일

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반면에 육류 및 난류, 생

선, 채소, 우유 및 유제품과 해조류의 섭취는 혈관 

협착 정도에 따른 군 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경우 조사대상자 수가 32
명이었고, 특정 2일에 대한 식사섭취량 조사결과이

므로 통계적 유의성을 관찰하기에는 대상자 수와 

측정 일수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동맥경화증과 일상적인 식행동

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식습관 항목별로 대

상자들의 식행동을 비교하였을 때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집단에서 생선과 콩의 섭취, 해조류의 섭취, 
싱겁게 먹기 등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또한 대상자들의 식행동 총 점수는 혈관협착 정

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Group에서 유의적으로 낮아(P
＜0.001) 혈관협착 정도가 심할수록 평소 식행동 태

도가 좋지 못하였음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식습관 평가도구는 10문항으로 구성된 간편한 

질적평가도구이므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즉시 피드

백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심뇌혈관 예방과 

조기관리사업에서 영양교육 대상자의 선별에 유용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사의 규칙성, 적정성, 균형성과 다양성 등에 관

한 식습관 문항을 점수화하여 식습관 평가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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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선행연구들은 문항의 구성과 점수척도가 연

구자마다 상이하여 본 연구와의 직접 비교는 불가

능하다. 그러나 만성심혈관질환자를 대상으로 식생

활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을 시행하고 상담 전 후로 

식행동을 본 조사와 같은 조사지로 점수화하여 비

교한 연구에 의하면 남성의 경우 식행동 점수가 

19.4±3.2점에서 21.3±4.0점으로 유의하게 상승(P＜ 

0.05)하였고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 역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고 한다(Choi 등 1999).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된 폐경 여성을 3년간 추

적 연구하였을 때 생선 섭취가 적어 혈장의 DHA 
농도가 낮을수록 혈관조영술로 평가한 관상동맥경

화 진행 정도가 심하였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하지혈관의 동맥경화 정도가 심한 

경우에 식사의 규칙성, 식사량, 식품군의 배합, 식사

기호도, 음식 간의 정도 등으로 평가한 식행동 점수

가 유의하게 낮아 식행동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행동 수정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수가 적어 결

과를 객관화하기에는 통계적 한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성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

로 향후 남녀 질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연

구를 통해 정상인과 질환자 간의 식품섭취패턴과 

혈중 지질 농도, 생활습관을 혈관협착 정도와 연

계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노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혈관조영술로 평가한 동맥경화 수준에 따른 혈청지

질 상태 및 식행동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최초

로 하지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노년기 남성(32명)을 

대상으로 Trans Atlantic Inter-Society Consensus 분류

법으로 동맥경화 심각도를 평가한 후 혈관 협착 정

도가 낮은 군은 Group I, 높은 군은 Group II로 분류

하여 혈청지질 수준과 식행동을 비교하였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Group I은 66.5±6.0세, Group 

II는 69.7±7.8세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체질량지수(BMI)로 평가하였을 때 대상자의 

43.7%가 비만(BMI＞25)에 속하였다. 현재 흡연율

은 Group I 49.9%, Group II 78.6%로 혈관협착 정

도가 심할수록 현재 흡연율이 높았다.
2. 조사대상자의 혈압, 혈청 지질 농도는 Group II에

서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3. 식행동 점수는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Group II에

서 유의하게 낮았으며(P＜0.001), 특히 콩제품, 생
선, 해조류 섭취 정도와 짜게 먹는 식습관점수가 

불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4시간 회상법으로 

조사한 식사섭취량을 교환단위로 평가하였을 때 

콩제품과 과일 섭취량이 Group II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1). 
4. 영양소 섭취상태는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은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타민 C는 혈관협착 정도가 심한 군

에서 섭취가 낮았다(P＜0.01).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노년기 남성에서 

하지동맥경화 정도가 심한 경우에 식행동이 양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뇌혈관 예방 및 관리사업

에서 바른 식행동 실천을 위한 영양교육이 강화되

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혈관조영술을 실시한 환자 

대상의 연구였으므로 사례수가 적고 정상군을 설정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동맥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양상담을 통해 얻은 결과이므로 혼란변

수들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연구결

과를 일반화시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식습관 개선

을 위한 영양상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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