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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ocument the association between eating behaviors and major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s. Those who stated that they ate a daily breakfast for male and female were 88.6% 
and 96.0%, 1～2 times a week were 9.1% and 2.0%, 3～4 times a week were 2.3% and 2.0%, respectively. Those 
who stated that they were overeating of 0～1 time a week for man and female were 80.7% and 89.9%, overeating 
of 2～3 times a week were 19.3% and 10.1%, respectively. Those who said that they were regular of meal 
time for man and female were 38.6%, and 37.4%, sometimes irregular of meal time were 14.8% and 19.2%, 
irregular of meal time were 46.6% and 43.4%, respectively. Those who said that they were light of eating 
volume for man and female were 20.5% and 25.3%, moderate of eating volume were 69.3% and 61.6%, heavy 
of eating volume were 10.2% and 13.1%, respectively. Those who said that they were very fast of eating speed 
for man and female were 15.9% and 8.1%, fast of eating speed were 51.1% and 34.3%, moderate of eating 
speed were 4.5% and 20.2%, slow of eating speed were 17.0% and 14.1%, and very slow of eating speed were 
11.4% and 23.2%, respectively. Higher frequency of breakfast a week resulted in higher serum total cholesterol 
and blood sugar for the daily eating group for both genders with women having high LDL⁃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Both group had high HDL⁃cholesterol and low blood sugar with less number of overeating, 
with men having low triglyceride and LDL⁃cholesterol. With regular meal, both group had low triglyceride,  
total⁃cholesterol,  atherogenic index, and blood sugar with women having low LDL⁃cholesterol. For both 
groups, the triglyceride,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ol,  atherogenic index, and blood sugar had higher 
figures for overeating, with men having low HDL⁃cholesterol and women having high HDL⁃cholesterol.  This 
study revealed that less number of overeating, regular mealtime, and less volume of food intake ar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treating for the cardiovascular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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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욕구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식생활과 생활방식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1). 특히 식생활은 각 나라의 사회, 문화적 소산으로 인간

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1,2). 현대 한국인의 식생활은 경제성장

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다양해지고 세계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회구조의 변모와 함께 생활양식과 식

생활 양식도 복잡하고 다양한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었다

(3-6). 이러한 변화로 동물성 식품의 섭취 증가와 함께 체격

과 영양 상태는 개선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심혈관질환을 비

롯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의 만성퇴행성 질환의 유병

률은 급속한 증가 추세에 있다(5,6).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7)에서는 각종 성인병의 발생

원인 중 35%는 식습관에 기인하고 또한 과식, 불규칙적인 

식사 및 자극적인 음식의 과잉섭취 등도 그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식생활 태도나 식행동 등은 그 지역의 

전통적인 사회, 문화적 요인과 직업, 연령, 종교, 환경 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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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특히 

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는 연령의 증가, 성별, 비만, 식습관, 

식생활 태도, 생활양식, 환경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

다(8-10). Kagan 등(11)은 California 등의 미국에서 서구식 

식이를 하는 일본인의 경우 관상 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이 미국인보다는 낮았으나 일본 본토에 사는 사람보다는 높

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미국인보다는 낮았으나 일

본 본토인보다는 높다고 하였는데(12) 이는 식습관과 생활

양식이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13-15). 이와 같이 심혈관 질환은 흔히 서구문명의 질병으

로 언급되는 질환이지만 그 발병률이 미국 등 유럽에서는 

식생활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 꾸준한 노력으로 감소되는 추

세(16)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식사에서 서

구화 되어감에 따라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여 최근 10년간 

사망원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개인의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17)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예방과 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

행되고 있으나 식품의 자급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에 비해 비교적 전통적 식생활을 하고 있는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을 주로 자급자족하고 비교적 

전통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완도지역 주민의 식습관과 식행

동이 주요 성인병 유발요인으로 알려진 혈중지질, 혈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심혈

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생활 및 식행동 개선을 위

한 합리적인 지침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자 선정 및 기간

전남 완도군 완도읍과 소안면 횡간도에 거주하는 40세 이

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2004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신체계측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는 모두 221부였다. 그 중 혈액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87명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

와 훈련된 조사원이 2004년 9월 16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고, 본 조사

에서는 미리 훈련된 대학생 3명과 의사 1명, 간호사 1명, 임

상병리사 1명이 조사요원으로 참여하여 조사대상자들과 1:1 

면담을 통하여 평소의 아침식사여부, 과식정도, 식사시간의 

규칙성, 식사량, 식사속도 등 연구와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내용 및 방법

신체계측: 조사대상자들의 신장, 체중을 측정하여 body 

mass index[BMI: 체중(kg)/신장(m2)]를 구하였으며(18) 복

부 비만도의 측정은 비만의 경우 서서 측정할 경우 복부가 

늘어져서 오차가 클 수 있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팔을 붙이고 

반드시 누워 배꼽 주위의 복부둘레를 측정하고(19) 바로 서

서 엉덩이둘레를 측정하여 허리둘레/엉덩이둘레의 비

(waist/hip ratio: WHR)로 구하였다.

식행동 조사: 연구대상자의 식행동으로는 아침식사의 

횟수, 과식정도, 식사 시간의 규칙성, 식사량, 식사속도 등을 

조사하였다.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일주일 동안 매일, 1～2

회, 3～4회, 5～6회로 나누었다. 과식정도는 본인이 생각하

는 과식의 정도를 조사하였고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규칙적, 

때때로 불규칙, 불규칙으로 조사하였다. 식사량은 1회분의 

모형을 보여주고 적게, 보통, 많이 중에서 표시하게 하였다. 

식사속도는 10분 이내 매우 빠름, 15분 이내 빠름, 20분 이

내 보통, 25분 이내 느림, 30분 이상 매우 느림으로 구분하

였다.

혈청지질농도: 채혈 전날 오후 7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

지 않도록 미리 숙지시켰으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연구대상

에서 제외하였고 아침 공복에 채혈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HDL-cholesterol, 중성지방은 자동 분석기

를 이용하여 효소법(20)으로 분석하였다. Low density lip-

oprotein(LDL)-콜레스테롤은 Friedwald식(21){(LDL-cho-

lesterol＝total-cholesterol－(HDL-cholesterol＋trigly-

ceride/5)}으로 계산하여 구하였고, atherogenic index는 

(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HDL-cholesterol의 

식으로 계산하여 구하였다.

혈당: 혈당의 측정은 아침 공복시 채혈과 동시에 Accutrend 

GC[Type 1418238, Code 859, Boehringer Mannheim사제품

(Germany)]를 사용하여 2번 측정한 후 평균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SPSS/PC+ 11.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

든 측정치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그룹 간 차이는 

Student's t-test와 χ2-test로 유의성을 평가하였다. 그룹간

의 다중비교는 ANOVA 결과가 유의한 경우에 Scheffe검정

을 하였고 식사량, 식사속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

로 연령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하였고,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식사속도는 빈

도의 차이가 많아 빈도수에 가중치를 두어 각 군들 간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 여러 요인들 간의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p<0.05인 경우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남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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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

Variable          Male        Female p-value

Age

46～59
60～69
70～83
Total

25 (28.4)
35 (39.8)
28 (31.8)
88 (100.0)

36 (36.4) 
28 (28.3) 
35 (35.4)
99 (100) 

NS

Education

Not educated
Element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3 (3.4)
69 (78.4)
14 (15.9)
 2 (2.3)
88 (100.0)

43 (43.4)
54 (54.5)
 2 (2.0)
 0 (0.0)
99 (100.0)

54.152***

Occupation

Agriculture
Fishery
Self-employed
Agriculture & Fishery
Inoccupation
Total

65 (73.9)
 6 (6.8)
 2 (2.3)
 2 (2.3)
13 (14.8)
88 (100.0)

65 (65.7)
 6 (6.1)
18 (18.2)
10 (10.1)
 0 (0.0)
99 (100.0)

21.820***

Family type

Alone
With spouse
Spouse with children
Large family
Total

18 (20.5)
64 (72.7)
 0 (0.0)
 6 (6.8)
88 (100.0)

45 (45.5)
44 (44.4)
 6 (6.1)
 4 (4.0)
99 (100.0)

18.333***

Marital status
Spouse
Not spouse
Total

66 (75.0)
22 (25.0)
88 (100.0)

58 (58.6)
41 (41.4)
99 (100.0)

 5.619**

NS: not significant. **p<0.01, ***p<0.001.

각 65.14세, 64.92세였다. 연령 군별로는 남녀 각각 46～59세 

28.4%(25명), 36.4%(36명), 60～69세 39.8%(35명), 28.3%(28

명), 70～83세 31.8%(28명), 35.4%(35명)로 남녀 간에 연령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남녀 각각 무학 

3.4%(3명), 43.4%(43명), 초교졸 78.4%(69명), 54.5%(54명)

로 가장 많았고 중졸 15.9%(14명), 2.0%(2명), 고졸 남자 

2.3%(2명)였고 성별에 따른 학력의 차이가 있었다(p< 

0.001). 본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남녀 각각 농업이 73.9%(65

명), 65.7%(65명), 자영업 2.3%(2명), 18.2%(18명), 농어업 

2.3%(2명), 10.1%(10명)의 순으로 농업과 어업종사자가 대

부분이었고 도서지역이지만 순수 어업종사자는 6.8%(6명), 

6.1%(6명)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직업의 차이가 있었다

(p<0.001). 본 조사대상자 중 혼자 사는 사람은 남녀 각각 

20.5%(18명), 45.5%(45명)로 여성의 독거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배우자와 단둘이 살고 있는 사람은 남녀 각각 72.7% 

(64명), 44.4%(44명)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은 

남자는 없었고 여자의 6.1%(6명)가 해당되었다. 대가족은 

남녀 각각 6.8%(6명), 4.0%(4명)으로 성별에 따라 가족 구성

의 차이가 있었으며(p<0.001) 대부분이 노인 중심의 가구임

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와의 동거비율은 남녀 각각 75.0% 

(66명), 58.6%(58명)가 배우자가 있었고 25.0%(22명), 41.4% 

(44명)는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배우자

와의 동거여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5) 

(Table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식행동 비교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식행동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아침식사 횟수는 남녀 모두 연령, 성별에 따른 차

이는 없었다. 남자 88.6%, 여자 96.0%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남지역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남자의 91.6%, 여자의 78.3%가 매일 아침 식사

를 한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은 편으

로, 이는 생활양식, 사회 경제적인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인다. 도시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3)에서 50대 

이상은 일주일에 1～2번 아침식사를 한다고 한 사람이 2.5%

였고 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 5.6%, 매일 먹는다고 한 사람

이 75%였으나 본 연구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이는 완도지역이 농어업 중심이라 여성의 활동

량이 많고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서울시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Choi 등(24)의 연구

에서는 22.4%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하였고 경기도 이천지

역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Ann과 Kim의 연구(25)에

서는 23.3%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본 조사와 차이

를 보였는데 이는 도서지역과 도시직장인의 생활 패턴의 차

이로 생각된다. 

과식정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남자는 연령별 차이가 있었으나(p<0.01) 여자는 연령에 따

른 차이가 없었다. 남자의 80.7%, 여자의 89.7%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과식하였고 2～3번 과식은 남자 19.3%,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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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였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일주일에 5～6회 과식

한다고 한 사람은 남녀 모두 한명도 없었다. 남자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과식하는 사람은 60세 이하가 25.4%, 

60대는 42.3%, 70세 이상은 32.4%로 60대가 가장 많았으며 

70세 이상, 50세 이하의 순이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 과식하

는 사람은 60세 이하가 58.8%, 60대는 29.4%, 70세 이상은 

11.8%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과식횟수가 유의적으로 

많았는데(p<0.01), 이는 활동량과 현업종사 때문으로 생각

된다. 여자는 유의성은 없지만 남자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과식횟수가 많았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남녀 모두 연령별, 성별 차이가 없었다. 남녀 각각 38.6%, 

37.4%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편이었고 경남 일부지역 장

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남자 70.4%, 여자 54.3%가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Kim 등의 연구(26)에서 건

강한 여성의 64.5%가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한 것과 비교

하여도 본 조사에서는 37.4%로 다소 낮은 비율이었는데, 이

는 Kim 등의 연구(26)가 서울 경기지역 주민이 대부분으로 

식생활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때때로 불규칙하다고 답한 사람은 남녀 각각 

14.8%, 19.2%였고, Kim 등의 연구(26)에서 건강한 여성의 

12.9%가 때때로 불규칙하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

서는 19.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불규칙적이다고 답한 

사람은 남녀 각각 46.6%, 43.4%였고 경남 장수노인 연구(22)

에서 남녀 각각 24.0%, 45.7%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남자

는 약 2배정도 많고 여자는 약간 적은 편으로 완도지역이 

농어업이 주업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고기잡이 시간이 불규

칙적인 것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m 등의 연구(26)

에서 건강한 여성의 22.6%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43.4%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편으로 이는 

일하는 시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된다. 본인이 생각하는 한번 먹을 때의 식사량은 여자는 연

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01). 적게 먹는다고 답한 사

람은 남자는 20.5%, 여자 25.3%로 Kim 등이 성주지역 장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27)에서 남자 15.9%, 여자 23.4%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적게 먹는다고 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

는데, 이는 성주지역이 노인이지만 조사시기가 봄으로 농번

기이고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

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통으로 먹는다고 한 

비율은 남녀 각각 69.3%, 61.6%로 남자가 약간 많았고 성주

지역 노인연구(27)에서 남자 54.9%, 여자 50.5%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가 남녀 모두 많았다. 많이 먹는다고 답한 사

람은 남자 10.2%, 여자 13.1%로 Kim 등의 연구(27)에서 남

자 29.2%, 여자 26.1%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적게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남자는 60세 이하군이 

44.4%, 60대 44.4%, 70세 이상 11.1%로 60세 이하, 60대, 70

세 이상의 순이었다. 보통으로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60세 

이하군이 27.9%, 60대 37.7%, 70세 이상 34.4%로 60대, 70세 

이상, 60세 이하의 순으로 나이가 많은 연령 군이 보통으로 

먹는다고 한 비율이 많았다. 많이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60

세 이하 33.3%, 60대 44.4%, 70세 이상 22.2%로 60대, 60세 

이하, 70세 이상의 순이었다. 여자는 적게 먹는다고 답한 사

람은 60세 이하군은 8.0%, 60대 32.0%, 70세 이상 60.0%로 

나이가 많은 연령 군일수록 적게 먹었으며 보통으로 먹는다

고 답한 사람은 60세 이하군은 41.0%, 60대 26.2%, 70세 이상 

32.8%로 60세 이하, 70세 이상, 60대의 순이었다. 많이 먹는

다고 한 사람은 60세 이하 69.2%, 60대 30.8%, 70세 이상 

0.0%로 60세 이하가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조사되어 연령 

군별 식사량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식사속도

는 남녀 모두 연령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p<0.01)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p<0.001). 매우 빨리 먹

는다고 답한 사람은 남녀 각각 15.9%, 8.1%로 남자가 빨리 

먹는 편이었고, Kim 등의 연구(26)에서 51.6%가 15분 이내

에 먹는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 빨리 먹는다고 

한 34.3%를 합하여도 42.4%로 적은 편이었는데, 이는 Kim 

등의 연구(26)가 주로 서울, 경기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도

시의 사회, 경제, 환경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연령별로는 남자는 60세 이하 57.1%, 60대 14.3%, 70대 

이상이 28.6%로 60세 이하, 70세 이상, 60대의 순으로 매우 

빨리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빨리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남녀 각각 51.1%, 34.35%로 남자가 빨리 먹는 편이었고 연령

별로는 60대 이하 28.9%, 60대 37.8%, 70세 이상이 33.3%로 

60대, 70세 이상, 60세 이하의 순이었고, 보통으로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남녀 각각 4.5%, 20.2%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

로는 남자 60세 이하 0.0%, 60대 50.0%, 70세 이상이 50.0%

로 60세 이상, 60세 이하의 순이었다. 느리게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남녀 각각 17.0%, 14.1%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로

는 60세 이하 40.0%, 60대 60.0%, 70세 이상이 0.0%로 60대, 

60세 이하, 70세 이상의 순이었고 매우 느리게 먹는다고 답

한 사람은 남녀 각각 11.4%, 23.2%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별

로는 60세 이하 10.0%, 60대 50.0%, 70세 이상이 40.0%로 

60대, 70세 이상, 50세 이하의 순이었고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5). 여자는 매우 빨리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60

세 이하 0.0%, 60대 50.0%, 70세 이상이 50.0%로 60대, 70세, 

60세 이하의 순이었고 빨리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60세 이하 

23.5%, 60대 35.3%, 70세 이상이 41.2%로 70세 이상, 60대, 

60세 이하의 순이었고 보통으로 먹는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의 20.2%이고, 60세 이하 40.0%, 60대 35.0%, 70세 이상이 

25.0%로 60세 이하, 60대 이상, 70세 이상의 순이었으며 느

리다는 전체의 14.1%이고 60세 이하 50.0%, 60대 21.4%, 70

세 이상이 28.6%로 60세 이하, 70세 이상, 60대의 순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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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느리다는 전체의 23.2%이고 연령별로는 60세 이하 

56.5%, 60대 8.7%, 70세 이상이 34.8%로 60세 이하, 70세 

이상, 60대의 순이었으며 여자의 식사속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p<0.01). 

식행동과 혈중지질 수준의 비교

아침식사의 규칙성에 따른 비교: 아침을 굶으면 혈당이 

떨어져 포도당의 부족으로 집중력, 사고력이 저하되고 심리

적 불안감을 갖게 된다. 또 하루에 두 끼만 먹는 식사는 우리 

인체가 기초 대사량을 줄여 에너지 절약 체제로 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등 오히려 비만해지기 쉽다. 뿐만 

아니라 1일 영양소 필요량과 섭취량의 불균형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모든 사

람의 건강상태 유지와 개선을 위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28). 본 조사대상자의 아침식사의 규칙성은 남녀 모두 매일,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회 각 군들 사이에 빈도의 

차이를 보여 빈도에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였다(Table 3). 아

침식사를 매일, 일주일에 1～2회, 3～4회 먹는 사람의 혈청 

중성지방 수준은 남자는 각각 151.88 mg/dL, 120.25 mg/ dL, 

175.00 mg/dL로써 세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

았으나 아침식사를 매일 먹는 군보다 일주일에 3～4회 먹는

다고 한 군이 높게 나타나 Lee 등의 연구(29)에서 아침식사

가 불규칙할수록 혈청 중성지방이 높다고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식이 섭취횟수가 감소하면 음식에 포함된 

에너지를 인체 내로 흡수하는 기능이 효율적으로 되며(30) 

lipogenesis가 증가하고 간에서 gluconeogenesis가 증가 한

다고 보고(31)되어 본 연구의 결과도 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

될 수 있겠다. 여자는 매일, 일주일에 1～2회, 일주일에 3～4

회 각각 145.78 mg/dL, 95.00 mg/dL, 100.00 mg/dL로 남자

와는 달리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

데 이는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폐경 후 estrogen 합성저하로 혈청 지질대사에 변화가 일어

나 혈청지질의 증가로 남성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심혈관질환의 발생이 증가한다고 한 보고들(9,10)에서와 같

이 남자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Total- 

cholesterol은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군이 남자는 각각 195.78 mg/ dL, 161.00 mg/dL, 160.00 mg/ 

dL로 매일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

(p<0.001), 여자도 각각 171.24 mg/dL, 90.00 mg/dL, 88.50 

mg/dL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01), 노인의학 측면에서 혈

청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중요한 영양 지표로서 노인의 지질 

대사에서 저콜레스테롤 혈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혈중 콜

레스테롤 농도가 250 mg/dL 이상보다 높으면 정상 노인보

다 사망률이 2배 증가한데 비해 108 mg/dL 미만인 노인은 

사망률이 10배라는 연구보고(24)도 있어 이 지역 주민의 혈

청 콜레스테롤의 평균이 한국인 정상 범위에 속하긴 하였으

나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여자의 혈청 총콜레스테롤이 

108 mg/dL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연령, 빈도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Lee 등의 연구(29)에서 아침식

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군이 낮다고 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분포, 식습관 생활양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연구(32,33)에서는 

섭취열량은 증가하지 않고 식사의 빈도를 늘리면 serum 

cholesterol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열량이 

같은 집단에서의 비교가 수행되지 않아 두 결과를 비교하기

는 어렵다. 동맥경화 유발인자 중 하나인 LDL-cholesterol

은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군이 남자는 

각각 120.78 mg/ dL, 115.75 mg/dL, 134.00 mg/dL로 세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3～4회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여자는 112.80 mg/dL, 70.00 mg/dL, 78.00 

mg/dL로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p<0.05) Kim 등의 연구(26)에서

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먹는 군이 낮다고 하여 남자는 비

슷하였으나 여자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여자가 폐경 

후 지질대사에 변화가 생겨 혈청지질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9,10). HDL-cholesterol은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사람이 남자는 각각 53.08 mg/dL, 49.50 

mg/dL, 63.00 mg/dL로 세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으나 일주일에 3～4회 정도 하는 군이 가장 높게 조

사되었다. 여자는 각각 49.39 mg/dL, 75.00 mg/dL, 72.00 

mg/dL로 아침식사를 매일 하는 군에 비해 다른 두 군이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나(p<0.001) 아침식사가 불규칙적이고 

연령도 70세 이상의 고령인 군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 연령증

가와 함께 HDL-cholesterol은 감소한다는 다른 연구(9,10)

와는 상반된 결과로써 이는 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

을 겸하고 있어 풍부한 채소와 생선의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심혈관질환의 예방, 치료와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therogenic index는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2

회, 3～4회 먹는 군이 남자는 각각 2.08, 2.87, 1.26으로 아침

을 1～2회 먹는 군과 3～4회 먹는 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

를 보였고(p<0.05) 1～2회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

데, 이는 빈도에 가중치를 두어 분석하였지만 아침식사를 

일주일에 3～4회 먹는 군이 70대 2명으로 모집단수가 적기 

때문으로 보이며 여자는 각각 2.55, 0.96, 1.08로 세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군

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는 모집단의 빈도수의 차이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조사에서는 atherogenic index는 

남녀 모두 심혈관계 위험 요인을 줄이는 식사요법을 권장하

는 수준인 4.0 이하로써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관련하여 규정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Blood sugar는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사람 군이 남자는 각각 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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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erum lipid levels and blood sugar by overeating of subjects

Variable
 Male Female

0～1/week 2～3/week p 0～1/week 2～3/week p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Atherogenic index
Blood sugar (mg/dL)

130.65±12.29
191.39±4.86
118.54±2.90
 58.76±2.66
  1.87±0.13
 84.34±2.49

154.06±9.71
181.76±13.96
129.35±6.71
 51.59±1.61
  2.19±0.09
 95.59±13.35*

*

NS
NS
NS
NS
*

144.54±5.45
167.92±5.32
112.63±3.27
 50.93±1.58
  2.50±0.12
 90.19±3.12

137.50±13.47
168.00±13.59
 98.80±6.18*
 45.30±5.03
  2.43±0.32
 99.80±6.77

NS
NS
*

NS
NS
NS

Values are mean±S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at p<0.05 by t-test.

mg/dL, 73.75 mg/dL, 69.00 mg/dL, 여자는 각각 91.82 

mg/dL, 70.00 mg/dL, 81.00 mg/dL로 남녀 모두 아침식사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군이 다른 군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으

나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하였고 조사대상 남자 중 일주일에 

3～4회 아침식사를 하는 군이 69.00 mg/dL로 이는 앞으로 

더 세밀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Lee 등(29)의 연구에서도 

아침식사와 혈당은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과식정도에 다른 비교: 본인이 생각하는 과식의 정도는 

일주일에 0～1회 또는 2～3회 정도 과식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고 남자는 연령 군별로 과식 정도에 유의적 차이를 보여 

연령을 보정한 후 분석하였다(Table 4). 과식정도에 따른 혈

청지질, 혈당 수준을 살펴보면 혈청 중성지방은 남자는 일주

에 0～1회, 2～3회 과식이 각각 130.65 mg/dL, 154.06 mg/ 

dL로 일주일에 2～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높아

(p<0.05) Chung 등의 연구(34)에서 정상 성인이 과식하는 

군은 혈중 중성지방이 높다고 한 것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

다. 여자는 각각 144.54 mg/dL, 137.50 mg/dL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0～1회 과식하는 군이 높게 나타나 남자와

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Total cholesterol은 남자가 일주

일에 0～1회, 2～3회 과식하는 군이 각각 191.39 mg/dL, 

181.76 mg/dL, 여자는 각각 167.92 mg/dL, 168.00 mg/dL로 

유의성은 없지만 남자는 0～1회 과식하는 군이, 여자는 2～3

회 과식하는 군이 높게 조사되었는데 위와 같이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 대상 여성은 

46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폐경이 되어 여성이 폐경과 함께 

지질대사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LDL-cholesterol은 남자는 각각 118.54 mg/dL, 129.35 

mg/dL로 유의성은 없지만 일주일에 2～3회 과식하는 군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각각 112.63 mg/dL, 98.80 

mg/dL로 일주일에 2～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낮아 

남자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p<0.05). Kim 등(26)과 Huh 

와 Lim(35)의 연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LDL-cho-

lesterol도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지단백 분포 비율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단백 조성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단백을 실제로 분획하여 각각 지질농도와 그 조성

을 밝히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HDL-cholester-

ol은 남자 각각 58.76 mg/dL, 51.59 mg/dL, 여자 각각 50.93 

mg/dL, 45.30 mg/dL로 과식 횟수가 적은 군이 유의성은 없

지만 높게 나타나 좋은 식습관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것

으로 알려진 HDL-cholesterol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는 각각 1.87, 2.19로 유의

성은 없지만 과식 횟수가 많은 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2.50, 2.43로 남자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여자는 

0～1회 과식하는 군이 HDL-cholesterol이 높은데도 athe-

rogenic index가 높은 것은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로 에스

트로겐의 감소로 당대사 및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으로 보인다(36,37).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84.34 mg/ 

dL, 95.59 mg/dL로 일주일에 2～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

으로 높았고(p<0.05) 여자는 각각 90.19 mg/dL, 99.80 

mg/dL로 유의성은 없지만 남자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Yang과 Kim의 연구(38)에서 식사량과 식사 횟수가 많을수

록 혈당이 높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Lee 등(29)의 

연구에서 과식정도와 혈당은 상관이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

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Lee와 Yoon의 연구(39)에서는 인

슐린 저항성 증후군이 정상인에 비해 과식유발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에 따른 비교: 식사시간의 규칙성과 

혈중지질, 혈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Table 5) 식사시간

이 규칙적, 때때로 규칙적, 불규칙적인 군들 간에 혈중 중성

지방은 남자가 각각 137.94 mg/dL, 149.62 mg/dL, 159.12 

mg/dL로 각 군들 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며 식사시간이 

규칙적일수록 낮고 불규칙적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 Lee 등의 연구(29)에서 규칙적인 군이 141.9 mg/dL, 불규

칙적인 군이 148.9 mg/dL와 비교하면 본 연구의 불규칙적인 

군이 약간 높았고 두 연구 모두 유의성은 없지만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각각 141.35 

mg/dL, 134.53 mg/dL, 150.07 mg/dL로 식사시간이 불규칙

적인 군이 가장 높았고 다른 연구(29)에서도 불규칙적인 군

이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Total- 

cholesterol은 남자는 각각 177.79 mg/dL, 216.85 mg/dL, 

190.61 mg/dL로 식사시간이 때때로 불규칙적인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Lee 등의 연구(29)

에서도 유의성은 없지만 불규칙적인 군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여자는 각각 157.43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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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erum lipid levels and blood sugar by eating volume of subjects                                           (adjusted by age)

 Variable 
Male Female

Light Moderate Heavy F-value Light Moderate Heavy F-value

Triglyceride (mg/dL)
Tota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Atherogenic index
Blood sugar (mg/dL)

101.00±9.40
196.11±9.63
117.33±8.89
 53.67±2.67
  2.22±0.24
 84.00±4.34

155.80±10.06
186.00±5.86
120.64±2.49
 53.00±1.72
  2.05±0.09
 86.61±4.43

152.56±19.52
200.33±14.27
127.11±10.82
51.44±5.83
 2.48±0.19
90.89±9.44

2.044
0.651
0.441
0.081
1.279
0.151

148.69±12.28a
168.12±9.84
108.38±8.89
 51.24±2.52
  2.43±0.21
 87.52±3.32

133.59±5.92b
165.84±6.60
111.03±4.04
 50.59±2.02
  2.49±0.15
 91.48±4.15

166.28±10.12a
177.38±11.20
113.20±5.32
 47.62±4.55
  2.59±0.36
 96.69±8.26

4.027*

0.289
0.110
0.262
0.079
0.438

Values are mean±SE.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within the same sex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using analysis of covariance after controlling for age in female. *p<0.05.

Table 5.  The serum lipid levels and blood sugar by regularity of meal time of subjects

 Variable 

Male Female

Regular
Sometimes
irregular

Irregular F-value Regular
Sometimes
irregular

Irregular F-value

Triglyceride (mg/dL)
Tota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Atherogenic index
Blood sugar (mg/dL)

137.94±12.47
177.79±7.56b
123.15±4.67
 54.49±2.09
  1.80±0.10b
 75.35±3.45b

149.62±21.17
216.85±6.53a
118.62±7.06
 54.69±3.27
  2.20±0.11ab
115.31±14.83a

159.12±12.71
190.61±7.25ab
119.17±3.76
 50.50±2.38
  2.38±0.14a
 86.63±3.35b

0.696
3.900*

0.272
0.949
5.520**

9.654***

141.35±8.55
157.43±7.85b
103.78±4.97
 49.58±2.04
  2.41±0.20
 79.00±3.80b

134.53±8.98
159.53±10.73ab
111.63±6.11
 53.05±3.58
  2.36±0.26
 89.59±3.22ab

150.07±8.17
179.81±7.65a
117.47±4.70
 49.89±2.77
  2.61±0.17
 99.56±5.54a

0.692
3.261*

2.088
0.375
0.420
2.998*

Values are mean±SE.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ree groups within the same sex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159.53 mg/dL, 181.81 mg/dL로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군과 

불규칙적인 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식사시간

이 불규칙적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Lee 등의 연

구(29)에서는 유의성은 없었으나 규칙적인 군이 높다고 하

여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LDL-cholesterol은 남자

는 각각 123.15 mg/dL, 118.62 mg/dL, 119.17 mg/dL로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고 여자는 각각 103.78 mg/dL, 111.63 

mg/dL, 117.47 mg/dL로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일수록 높아

지는 경향을 보여 두 군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HDL-cho-

lesterol은 남자는 각각 54.49 mg/dL, 54.69 mg/dL, 50.50 

mg/dL로 유의성은 없지만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군이 다

른 두 군보다 낮았고 여자는 각각 49.58 mg/dL, 53.05 

mg/dL, 49.89 mg/dL로 유의성은 없지만 때때로 불규칙적인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혈청

지질은 연령, 성별, 식습관, 생활양식 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4,24).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각각 

1.80, 2.20, 2.38로 불규칙적인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0.01) 식사시간이 규칙적인 군이 가장 낮았고 불규칙적

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자는 각각 2.41, 2.36, 2.61

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식사시간이 규칙적일수록 atherogenic 

index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75.35 mg/dL, 115.31 mg/dL, 86.63 mg/dL로 때때로 불규칙

적인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여자는 각각 79.00 mg/dL, 89.59 mg/dL, 99.56 mg/dL로 불

규칙적인 군이 규칙적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p<0.05)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일수록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량에 따른 비교: 본 연구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평상

시의 식사량과 혈중 지질, 혈당과의 관련성은 여자가 연령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연령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Table 6). 평소의 식사량이 적은 편, 보통, 많이 먹는 군의 

남자 혈중 중성지방은 각각 101.00 mg/dL, 155.80 mg/dL, 

152.56 mg/dL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보통 이상 먹는 

군의 혈중 지질수준이 높았고 여자는 각각 148.69 mg/dL, 

133.59 mg/dL, 148.69 mg/dL로 보통으로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아(p<0.05) 남자와는 다른 경향

을 보였는데 이는 여성의 폐경과 관련하여 지질대사의 변화

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4). Chung 등의 연구

(34)에서 정상성인은 식사량이 많은 사람의 혈청 지질이 적

게 먹는 사람보다 높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는데 이는 식습관, 생활양식, 활동량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차이일 것으로 사료된다. Tota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196.11 mg/dL, 186.00 mg/dL, 200.33 mg/dL, 여자는 168.12 

mg/dL, 165.84 mg/dL, 177.38 mg/dL로써 세군 간에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많이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Chung 등의 연구(34)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LD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117.33 mg/dL, 120.64 

mg/dL, 127.11 mg/dL, 여자는 각각 108.38 mg/dL, 111.03 

mg/dL, 113.20 mg/dL로써 세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진 않았지만 많이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HD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53.6 mg/dL, 7, 53.00 mg/ 

dL, 51.44 mg/dL, 여자는 각각 51.24 mg/dL, 50.59 mg/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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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serum lipid levels and blood sugar by eating speed of subjects (adjusted by age)

Eating speed risk factor
Male

Very fast Fast Moderate Slow Very slow p-value

Triglyceride (mg/dL)
Tota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Atherogenic index
Blood sugar (mg/dL)

131.43±64.42b
183.57±55.36ab
110.71±40.13b
 54.00±12.81ab
  2.66±1.29
 81.00±21.51b

158.11±79.03b
195.18±35.83ab
118.07±19.11b
 53.62±12.18ab
  1.95±0.57
 80.22±17.63b

281.50±103.34a
215.50±16.74a
150.00±23.09a
 41.50±13.27b
  2.62±1.00
 76.50±2.88b

 112.13±42.11b
 188.53±41.85ab
 125.60±20.61b
  54.93±17.47a
   2.07±0.53
 112.73±52.51a

 139.60±60.18b
 163.60±65.49b
 126.80±24.68b
  50.30±12.57ab
   2.07±0.81
  87.20±7.20b

4.938***

2.472*

2.435*

1.960*

2.661*

3.933**

Eating speed risk factor
Female

Very fast Fast Moderate Slow Very slow p-value

Triglyceride (mg/dL)
Tota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Atherogenic index
Blood sugar (mg/dL)

155.25±16.23a
169.25±10.15
124.00±3.43
 48.00±3.77
  2.72±0.26
 96.88±6.65

146.91±9.15ab
169.97±8.28
108.65±4.97
 53.26±2.83
  2.36±0.21
 99.26±6.76

115.40±8.43b
167.65±11.95
108.75±6.74
 52.75±3.29
  2.29±0.25
 83.25±5.43

 165.93±15.38a
 165.36±16.96
 116.50±9.17
  46.21±4.08
   2.82±0.33
  88.00±5.14

 146.57±9.53ab
 166.26±9.87
 109.57±7.19
  47.35±2.91
   2.57±0.25
  86.00±3.69

2.565*

0.031
0.567
0.989
0.610
1.377

Values are mean±SE.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same sex at p<0.05 by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using analysis of covariance after controlling for age. *p<0.05, **p<0.01, ***p<0.001.

47.62 mg/dL로 세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적게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각각 2.22, 2.05, 2.48로써 유의성은 없지만 식사량이 

보통이라고 한 군이 가장 낮고 많이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여자는 각각 2.43, 2.49, 2.59로써 식사량이 많

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식사량이 많으면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ol, atherogenic index는 높

고 HDL-cholesterol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84.00 mg/dL, 86.61 mg/dL, 90.89 

mg/dL, 여자는 각각 87.52 mg/dL, 91.48 mg/dL, 96.69 

mg/dL로 남녀 모두 유의성은 없지만 식사량이 많을수록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Kim과 Seo(40)의 연구에서도 식사량

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식사량과는 유의적 

차이는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식사속도에 따른 비교: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식사

속도는 남녀 모두 연령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남녀 모두 연

령을 보정하여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Table 7). 혈중지질, 

혈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매우 빨리, 빨리, 보통, 천천히, 

매우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들의 혈중 중성지방은 남자가 

각각 131.43 mg/dL, 158.11 mg/dL, 281.50 mg/dL, 112.13 

mg/dL, 139.60 mg/dL로 식사속도가 보통이라고 답한 군은 

다른 군과는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1), 이는 식사속도

가 보통이라고 답한 군이 60대 이후 4명만 해당되었기 때문

에 모집단의 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자

는 각각 155.25 mg/dL, 146.91 mg/dL, 115.40 mg/dL, 165.93 

mg/dL, 146.57 mg/dL로 보통인 군이 가장 낮아 남자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고 매우 빠르다와 보통, 보통과 천천히 먹

는다고 한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Total- 

cholesterol은 남자는 각각 183.57 mg/dL, 195.18 mg/dL, 

215.50 mg/dL, 188.53 mg/dL, 163.60 mg/dL로 보통이다, 매

우 느리다고 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여자는 

각각 169.25 mg/dL, 169.97 mg/dL, 167.65 mg/dL, 165.36 

mg/dL, 166.26 mg/dL로 차이가 없었다. Kim 등의 연구(26)

에서 정상 성인여성은 식사속도가 느린 군이 total-cho-

lesterol이 낮다고 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LDL-cholesterol은 남자는 각각 110.71 mg/dL, 118.07 

mg/dL, 150.00 mg/dL, 125.60 mg/dL, 126.80 mg/dL로 보통

이라고 답한 군이 다른 군들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p<0.05), 여자는 각각 124.00 mg/dL, 108.65 mg/dL, 108.75 

mg/dL, 116.50 mg/dL, 109.57 mg/dL로 각 군들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HDL-cholesterol은 남자는 각각 54.00 mg/ 

dL, 53.62 mg/dL, 41.50 mg/dL, 54.93 mg/dL, 50.30 mg/dL

로 보통 또는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

이를 보였으며(p<0.05) 여자는 각각 48.00 mg/dL, 53.26 

mg/dL, 52.75 mg/dL, 46.21 mg/dL, 47.35 mg/dL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빠르다고 한 군이 가장 높았고 

남녀 모두 식사속도와의 관련성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

어 보인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2.66, 1.95, 2.62, 2.07, 

2.07로 보통으로 먹는 군이 가장 높았고 각 군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여자는 2.72, 2.36, 2.29, 2.82, 2.57로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지만 매우 빨리 또는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이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81.00 mg/dL, 80.22 mg/dL, 76.50 mg/dL, 112.73 mg/dL, 

87.20 mg/dL로 천천히 먹는다고 한 군이 다른 군들과 비교

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1) 이는 앞으로 세밀한 연

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자는 각각 96.88 mg/dL, 99.26 

mg/dL, 83.25 mg/dL, 88.00 mg/dL, 86.00 mg/dL로 유의적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매우 빠르다 또는 빠르다고 답한 

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높게 조사되어 Kim 등(37)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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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rrelations between lipid levels, blood sugar and anthropometric measurements, meal pattern of subjects

Variable
Male

TG TC LDL HDL AI Blood sugar

Age
Weight
BMI
WHR
Overeating
Meal time
Eating volume
Eating speed

0.029
0.185
0.168
0.090
-0.120
-0.127
-0.134
-0.075

-0.160
0.366**

0.353**

0.068
-0.086
-0.124
-0.010
-0.127

0.106
0.268*

0.106
0.131
0.169
0.071
0.097
0.211*

-0.125
-0.144
-0.172
-0.103
-0.213*

-0.136
-0.041
-0.056

-0.005
0.032
0.069
-0.143
-0.160
-0.336**

0.037
-0.102

-0.177
0.069
-0.036
-0.131
0.146
-0.156
0.058
0.251*

Variable
Female

TG TC LDL HDL AI Blood sugar

Age
Weight
BMI
WHR
Overeating
Meal time
Eating volume
Eating speed

0.182
0.118
0.241*

0.201*

-0.042
-0.081
-0.165
0.023

0.100
0.288**

0.436**

0.446**

0.000
-0.198*

0.040
-0.032

0.050
0.235*

0.326**

0.456**

-0.139
-0.204*

-0.048
-0.031

-0.077
-0.173
-0.250*

-0.279**

-0.113
0.012
-0.064
-0.132

0.060
0.207*

0.282**

0.372**

-0.017
-0.079
0.040
0.060

-0.050
0.089
0.069
0.422**

0.101
-0.144
0.095
-0.174

TG: triglyceride, TC: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ol, HDL: HDL-cholesterol, AI: atherogenic index.
*
p<0.05, 

**
p<0.01 (by pearson's correlation).

서와 같이 식사속도가 빠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혈중지질, 혈당, 나이, 신체 계측치, 식행동의 상관관계

본 조사대상자의 혈중지질, 혈당, 나이, 신체 계측치, 식행

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Table 8) 남자체중은 total-cho-

lesterol, LDL-cholesterol과 양의 상관을 보였고(p<0.01, 

p<0.05), BMI는 total-cholesterol과 양의 상관을 보였고 과

식정도는 HDL-cholesterol과 음의 상관(p<0.05), 식사시간

의 규칙성은 동맥경화 지수와 음의 상관(p<0.01), 식사속도

는 LDL-cholesterol, 혈당과 양의 상관을 보였다(p<0.05). 

여자의 체중은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ol, 동맥경

화 지수와 양의 상관을 보였고(p<0.01, p<0.05), BMI는 혈당

을 제외한 혈중지질,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동맥경화 지수와 양의 상관을 보였다

(p<0.01, p<0.05). WHR은 혈중지질, total-cholesterol, LDL- 

cholesterol, 동맥경화 지수, 혈당과는 양의 상관을 보였고

(p<0.01, p<0.05), HDL-cholesterol과 음의상관(p<0.01)을 

보였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total-cholesterol, LDL-cho-

lesterol과 음의 상관을 보였다(p<0.05).

요   약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남 신안군 완도면 지역의 46세

에서 83세 사이의 남자 88명과 여자 99명 총 187명을 대상으

로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

는 심혈관질환과 당뇨병의 유발요인, 도서지역 주민의 식행

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41) 조사대상자의 남녀 평균 연

령은 각각 65.14세, 64.92세였고 평균 신장은 161.16 cm, 

151.64 cm, 평균 체중은 63.03 kg, 56.46 kg, 평균 BMI는 

24.33 kg/m
2, 24.48 kg/m2, 평균 WHR은 0.94, 0.94였다. 일주

일간의 아침식사 횟수는 남녀 모두 연령별, 성별 차이는 없

었다.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사람은 남자 88.6%, 여자 96.0%

로 여자의 매일 아침식사 비율이 남자보다 높았다. 과식정도

는 남자는 연령 군별 차이가 있었고(p<0.01) 여자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남자는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과식횟수가 유의적으로 많았는데(p<0.01) 여자도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 이는 활동량과 현업종사 등의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은 남녀 각각 규칙적 식사 38.6%, 

37.4%, 때때로 규칙적 14.8%, 19.2%, 불규칙 46.6%, 43.4%로 

각 군별 차이는 없었다. 식사량은 남자는 연령에 따라 차이

가 없었으나 여자는 차이가 있었다(p<0.001). 여자는 나이가 

많은 연령 군일수록 적게 먹었으며 많이 먹는다고 한 군은 

60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69.2%) 연령 군별 식사량은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식사속도는 남녀 모두 연령별

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p<0.01) 성별에 따른 차

이도 있었다(p< 0.001). 남자는 빠르게(67%) 여자는 보통보

다 느리게(67.5%)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식

사속도의 차이가 있었다(p<0.001). 아침식사 횟수는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사람의 혈중 중성지방 수준이 남

자는 각각 151.88 mg/dL, 120.25 mg/dL, 175.00 mg/dL, 여자

는 각각 145.78 mg/dL, 95.00 mg/dL, 100.00 mg/dL로써 세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otal-cholesterol은 아침

식사를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군이 남자는 각각 

195.78 mg/dL, 161.00 mg/dL, 160.00 mg/dL로 매일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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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01), 여자

도 각각 171.24 mg/dL, 90.00 mg/dL, 88.50 mg/dL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매일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이 지역 주민의 혈청 콜레스테롤 평균이 

한국인 정상 범위에 속하긴 하였으나 매일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여자의 혈청 총콜레스테롤이 108 mg/dL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연령, 빈도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맥경화 유발인자 중 하나인 LDL-cholesterol은 

남자가 매일 먹는 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아침식

사를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군이 각각 112.80 

mg/dL, 70.00 mg/dL, 78.00 mg/dL로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HDL-cholesterol은 남자는 세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으며 여자는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2회, 3～4회 먹는 군

이 각각 49.39 mg/dL, 75.00 mg/dL, 72.00 mg/dL로 아침식

사를 매일 하는 군에 비해 다른 두 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는 지질대사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0.001). Atherogenic index는 아침식사를 매일, 주당 1～

2회, 3～4회 먹는 사람 군이 남자는 각각 2.08, 2.87, 1.26으로 

아침을 1～2회 먹는 군과 3～4회 먹는 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p<0.001), blood sugar는 남녀 모두 각 군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본 조사대상자의 평균은 정상 범

위에 있었다. 과식 정도에 따른 혈중지질, 혈당 수준을 살펴

보면 혈중 중성지방은 남자는 일주일에 0～1회, 2～3회 과식

이 각각 130.65 mg/dL, 154.06 mg/dL로 일주일에 2～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여자는 차이가 

없었다. Total cholesterol은 남자가 일주일에 0～1회, 2～3

회 과식하는 군이 각각 191.39 mg/dL, 181.76 mg/dL, 여자는 

각각 167.92 mg/dL, 168.00 mg/dL로 남자는 0～1회 과식하

는 군이, 여자는 2～3회 과식하는 군이 높게 조사되어 여성

의 경우 남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 

여성은 46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폐경이 되어 지질대사의 변

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LDL-cholesterol은 남자

는 차이가 없었으며 여자는 각각 112.63 mg/dL, 98.80 

mg/dL로 일주일에 2～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낮았

다(p<0.05). HDL-cholesterol은 남자 각각 58.76 mg/dL, 

51.59 mg/dL, 여자 각각 50.93 mg/dL, 45.30 mg/dL로 과식 

횟수가 적은 군이 높게 나타나 좋은 식습관이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진 HDL-cholesterol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각각 1.87, 

2.19로 과식 횟수가 많은 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여자는 

2.50, 2.43으로 남자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고 여자는 0～1

회 과식하는 군이 HDL-cholesterol이 높은데도 atherogenic 

index가 높은 것은 여성의 경우 폐경을 전후로 에스트로겐

이 감소하여 당대사 및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84.34 mg/dL, 95.59 

mg/dL로 일주일에 2～3회 과식하는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

고(p<0.05), 여자도 각각 90.19 mg/dL, 99.80 mg/dL로 남자

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식사시간이 규칙적, 때때로 규칙

적, 불규칙적인 군들 간에 혈중 중성지방은 유의성은 없지만 

두군 모두 식사 시간이 불규칙적인 군이 높게 나타났다. 

Tota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177.79 mg/dL, 216.85 

mg/dL, 190.61 mg/dL로 식사시간이 때때로 불규칙적인 군

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5), 여자는 

각각 157.43 mg/dL, 159.53 mg/dL, 181.81 mg/dL로 식사시

간이 규칙적인 군과 불규칙적인 군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p<0.05). LDL-cholesterol은 두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HDL-cholesterol은 남자는 각각 54.49 mg/dL, 54.69 

mg/dL, 50.50 mg/dL로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인 군이 다른 

두 군보다 낮았고 여자는 각각 49.58 mg/dL, 53.05 mg/dL, 

49.89 mg/dL로 때때로 불규칙적인 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혈청지질은 연령, 성별, 식습관, 생활양식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각각 1.80, 

2.20, 2.38로 불규칙적인 군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여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75.35 mg/dL, 115.31 mg/dL, 86.63 mg/dL로 때때로 불규칙

적인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고(p<0.01), 

여자는 각각 79.00 mg/dL, 89.59 mg/dL, 99.56 mg/dL로 불

규칙적인 군이 규칙적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아

(p<0.05),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일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평소의 식사량이 적은 군, 보통, 많이 먹는 군의 남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보통 이상 먹는 군의 혈중 지질수

준이 높았고 여자는 각각 148.69 mg/dL, 133.59 mg/dL, 

148.69 mg/dL로 보통으로 먹는 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낮았다(p<0.05). Total-cholesterol과 LDL-choles-

terol은 남녀 모두 많이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HDL-cholesterol은 남녀 모두 적게 먹는 군이 가장 높게 조

사되었다. Atherogenic index는 남녀 모두 식사량이 많을수

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Blood sugar는 남녀 모두 유의

성은 없지만 식사량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식사량이 많으면 total-cholesterol, LDL-cholester-

ol, atherogenic index, blood sugar는 높고 HDL-cholesterol

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사속도는 매우 빨리, 빨리, 

보통, 천천히, 매우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들의 혈중 중성

지방은 남자는 각각 131.43 mg/dL, 158.11 mg/dL, 281.50 

mg/dL, 112.13 mg/dL, 139.60 mg/dL로 식사 속도가 보통이

라고 답한 군은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1). 여자는 각각 155.25 mg/dL, 146.91 mg/dL, 115.40 

mg/dL, 165.93 mg/dL, 146.57 mg/dL로 보통인 군이 가장 

낮아 남자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보통과 매우 빠르다, 

천천히 먹는다고 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p<0.05). Total-cholesterol은 남자가 각각 183.57 mg/dL, 

195.18 mg/dL, 215.50 mg/dL, 188.53 mg/dL, 163.60 mg/dL

로 보통이다, 매우 느리다고 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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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p<0.05) 여자는 차이가 없었다. LDL-cholesterol

은 남자가 각각 110.71 mg/dL, 118.07 mg/dL, 150.00 mg/dL, 

125.60 mg/dL, 126.80 mg/dL로 보통이라고 답한 군이 다른 

군들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HDL-cholesterol

은 남자가 각각 54.00 mg/dL, 53.62 mg/dL, 41.50 mg/dL, 

54.93 mg/dL, 50.30 mg/dL로 보통 또는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 여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therogenic index는 남자가 보통으

로 먹는 군이, 여자는 매우 빨리와 천천히 먹는다고 답한 

군이 약간 높았다. Blood sugar는 남자가 각각 81.00 mg/dL, 

80.22 mg/dL, 76.50 mg/dL, 112.73 mg/dL, 87.20 mg/dL로 

천천히 먹는다고 한 군이 다른 군들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1) 여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

과에서 아침식사의 규칙성과 혈중지질 농도와의 관계를 살

펴보면, 남녀 모두 규칙적으로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에 혈청 

총콜레스테롤 농도와 혈당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자는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농도도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과식횟수는 남녀 모두 과식횟수가 적을수록 

HDL-cholesterol 농도는 높고, 혈당은 낮았고, 남자의 경우

에는 혈청 중성지방과 LDL-cholesterol 농도가 낮았다. 식

사시간의 규칙성은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남녀 모두 혈청 

중성지방 농도, 총 cholesterol 농도, 동맥경화지수, 혈당이 

낮았고, 여자는 LDL-cholesterol 농도도 낮았다. 한 번 먹을 

때의 식사량은 남녀 모두 많이 먹으면 혈청 중성지방 농도와 

총 cholesterol 및 LDL-cholesterol 농도, 동맥경화지수, 혈

당이 높게 나타났고, HDL-cholesterol 농도는 남자는 낮았

고 여자는 높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과식횟수가 적고 식사시

간이 규칙적이며, 1회 섭취량이 적을수록 혈청내의 지질조

성, 혈당 및 동맥경화지수가 적당한 상태로 나타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사행동으로 보여진다. 

본 결과를 토대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식사의 규칙성과 

섭취 적당량에 대한 영양교육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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