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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life style and eating behavior of stroke patients and to find 
the risk factors related to stroke incidence in Daegu and Gyeongbuk Province, Korea. The case subjects (n=100) 
were selected from newly diagnosed stroke patients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The control 
subjects (n=150) were selected from community inhabitants who did not have stroke history and were sex and 
age-matched with the case sub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individual interviews using questionnaire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life-style, eating behavior, food intake frequency and food preference. The high 
body mass index, preexisting diseases such as diabetes and hypertension, stroke family history, smoking, 
overeating habit and high preference for sweet, greasy and meat foods appeared to be the risk factors for stroke 
incidence.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suggest that life style of regular exercise and nonsmoking, food habits 
of green tea drinking and enough chewing, preference for Korean meal type, high intake frequency for legumes, 
vegetables, mushrooms, seaweeds, fishes and shell fishes, soy milk and green tea might be the protective factors 
for the stroke. Therefore, maintenance of healthy weight,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deteriorative 
chronic diseases, change of life style and improvement of eating behaviors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for 
stroke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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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졸 은 뇌 의 성 신경학  기능 이상으로 단시간 

내에 뇌조직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허 성 뇌졸 과 출 성 뇌졸 으로 구분될 수 있다. 

허 성 뇌졸 은 뇌 증, 뇌색 증, 열공성 뇌졸 , 일과

성 허  발작으로, 출 성 뇌졸 은 뇌 실질내출 과 뇌 지

주막하출 로 나 어진다(1). 2007년 우리나라에서 뇌졸

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 당 59.6명으로 암 에

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폐암의 29.1명보다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뇌졸 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9,277명으

로 체 사망자의 12.0%를 차지하여 암을 제외한 사망원인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다(2). 우리나라는 앞으로 15

년 이내 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가 넘는 노령사회가 될 것이고(2)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풍이나 치매 등 만성 노인질환의 발생율도 크게 증가

될 것으로 측된다. 이로 인한 막 한 사회  비용을 이

기 해서 뇌졸 의 원인을 규명하여 뇌졸 의 발생을 이

도록 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뇌졸  발생인자에 한 국외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당뇨

병(3,4), 고 압(5), 높은 BMI(body mass index)(6), 복부비

만(7), 흡연(8) 등은 뇌졸 의 발생 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한 높은 BMI와 복부비만으로 유발된 당뇨병과 

뇌졸 과의 련성에 한 연구에서 인슐린 항성과 당뇨

병은 허 성 뇌졸 의 험인자로 나타났다(9). 한편 규칙

인 운동이 심 계 질환과 조기 사망의 험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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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되었다(10). 알코올과 뇌졸 과의 련성 연구에서

는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4,11,12). 섭취식품의 종류

와 뇌졸 과의 상 계에 한 연구에서 채소와 과일의 섭

취량과 뇌졸 의 발생 험도는 역의 상 계를 보 고

(13) 녹황색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졸

으로 인한 사망률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식

이지방, 청지질과 뇌졸 의 발생률에 한 연구(15,16)와 

높은 생선 섭취와 허 성 뇌졸 의 발생률에 한 연구

(17,18)에서는 일 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뇌졸 의 

성별에 따른 험요인에 한 연구(19,20)에서 Worrall 등

(19)은 여자의 뇌졸  험인자로 고 압, 당뇨병, 뇌졸 의 

가족력을 제시하 고 남자의 뇌졸  험인자로는 흡연과 

과음을 제시하 다.

한편 국내에서 발표된 뇌졸 과 련된 선행연구에는 뇌

졸 의 험인자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21-26), 여성 뇌

질환자의 청지질  항산화 비타민에 연 연구(27), 뇌졸

 환자의 가족을 상으로 한 연구(28,29), 식습 과 뇌졸

과의 련성에 한 연구(30) 등이 있다. Park 등(21)은 낮은 

식이섬유의 섭취, 높은 나트륨 섭취, 과다한 음주와 흡연, 

고 압, 낮은 청 알부민 수치, 낮은 칼슘 섭취량 등을, Won

과  Ohrr(25)는 흡연을, Cheong 등(26)은 뇌졸  가족력을 

뇌졸 의 험인자로 제시하 다. Kwon 등(27)의 연구에서 

환자군은 조군에 비해 흡연량, 음주량, 청 성지질, 동

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가 유의하게 높았고 청 비

타민 E  비타민 C의 농도는 유의하게 낮았는데 그 원인을 

흡연량, 음주량, 스트 스로 분석하 다. Choe 등(29)의 연

구에서 정상인 가족에 비해 뇌졸  환자 가족의 뇌졸  가족

력은 유의하게 높았고 평균음주량과 흡연량도 높았다. 

Chung 등(30)은 식사시간의 규칙성과 편식은 압, 비만도, 

청지질 조성에 향을 미치지 않았고 조군에서 과식할 

경우 청 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 BMI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하 다.

뇌졸 의 원인은 크게 생의학 인 인자와 행동 인 인자

로 나  수 있는데 생의학  인자에는 고 압, 당뇨병, 심

계질환 등이 있고, 행동 인 인자에는 식습 , 흡연, 과음, 

비만, 그리고 운동부족 등이 있다. 이  행동 인 인자는 

개인의 습 에 의해 형성된 것이므로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

라 충분히 수정 가능하다(31). 뇌졸 의 방차원에서 뇌졸

의 험인자에 한 정보를 외국의 선행연구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을지라도 생활환경과 식행동에 있어서 확연히 다

른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습   식행동 

특성에서 험요인을 연구·조사하는 것이 우리나라 뇌졸

의 발생률을 낮추고 방하는데 더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재 뇌졸  환자를 상으로 한 국내의 조사 연구는 

외국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며 남자와 여자 각각의 

험요인을 구별하여 규명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 으로 맵고 짠 자극 인 맛의 

선호가 강한 식문화의 특색을 보이는 구․경북 지역의 뇌

졸  환자와 조군을 남녀별로 나 어 일반 생활습   

식행동 특성을 분석 평가하여 뇌졸  련 험인자를 발견

함으로서 지역민의 뇌졸  방을 한 식생활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하 다.

상  방법

조사 상  기간

본 연구는 환자- 조군 연구로서 환자군은 경북 학교 

병원에서 뇌졸 으로 처음으로 진단 받고 입원한 환자  

의사소통이 가능한 100명(남자 50명, 여자 50명)을 상으로 

하 다. 표본의 크기는 유의수  5%, 검정력 80% 하에서 

승산비(odds ratio)가 2.0 정도이면 유의미하다고 정의하고 

조군을 실험군의 1.5배수로 설정하여 조군을 150명(남

자 75명, 여자 75명)으로 하 다. 조군은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복지센터, 노인 학, 경로당 등에 참석하는 사람  환

자군과 연령이 비슷하고(5세 내의 차이) 뇌졸 을 경험한 

이 없는 외견상 건강한 150명을 선정하 다. 조사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8개월이었다.

일반특성과 생활습  조사

일반특성은 사회인구학 인 항목으로 연령, BMI, 교육정

도, 직업, 주거주지, 과거병력 는 동반질환 유무, 가족병력 

등이 조사되었다. 생활습 은 커피와 녹차의 섭취습 , 흡연

습 , 음주습 , 운동습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방법은 연

구자에 의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인면담으로 이루어졌다. 

환자군의 경우 상태에 따라 직 면 이 어려운 경우는 배우

자나 동거가족과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고 일반특성  일

부 항목은 병원의 환자 기록지를 참고로 하 다.

식행동 특성  식품섭취빈도 조사

뇌졸  질병의 특성상 과거의 식이 섭취가 뇌졸  발생 

험요인 규명에 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뇌졸  발

병  1년간의 식행동 특성  식품섭취 빈도에 하여 조사

하 다. 식행동 특성 조사는 식사횟수  식사의 규칙성, 섭

취량, 음식을 씹는 정도, 간식기호, 식사 형태, 맛과 조리방법

에 한 선호도, 외식 빈도, 외식 시 음식 선호도 등에 한 

내용을 설문지를 이용한 개인면담을 통해 조사하 다. 식품

섭취 빈도조사는 Youm과 Kim(32)의 조사지를 토 로 선행

연구에서 뇌졸 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을 추가

하여 31종의 식품류들을 선정하여 실시하 다. 식품섭취 빈

도는 매일 1회 이상은 2 , 주 2～3회는 1 , 주 1회 미만은 

0 을 부여하여 수화하 다.

식품 기호도 조사

식품 기호도 조사는 Kim 등(33)이 개발한 조사지를 이용

하여 주식류, 국류, 개류, 김치류, 육류  난류, 해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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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우유  유제품, 두류, 채소류, 과일류, 종실류, 간식

류 등 주요 식품류들과 조리법, 맛, 외식 등에 한 기호도를 

조사하 다. 식품 기호도는 각 항목에 하여 ‘좋아한다’, ‘보

통이다’, ‘싫어한다’의 세 가지 척도로 구분하여 각각 3 , 

2 , 1 을 부여하여 수화하 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SPSS 통계 package(Ver 12.0)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일반사항, 생활습 , 식행동 

특성 조사에 한 결과는 Student's t-test와 χ2 test를 이용

하 고 식품섭취 빈도와 식품 기호도에 한 결과는 one- 

way ANOVA와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에 의해 

p<0.05 수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일반  특성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에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 상자는 총 250명으로 환자군 100명(남녀 각각 

50명), 조군 150명(남녀 각각 75명)이었다. 환자군의 성별

에 따른 평균연령은 남자 63.5세, 여자 69.9세로 남자가 여자

보다 뇌졸  발병연령이 6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34)의 연구에서 남녀 뇌졸  환자의 평균연령은 각

각 52.6세, 58.5세 그리고 Kim과 Jung(35)의 연구에서 56.3

세, 63.1세로 보고되어 본 연구 조사 상자들의 평균연령이 

선행연구들의 뇌졸  발병연령에 비해 조  높았으나 발병

연령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동일

하 다. 연령층에 따른 평균 발병률은 체 으로 60  이상

에서 77.0%를 차지하 다. 평균 BMI는 환자군이 24.19± 
3.44, 조군이 22.98±2.35로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BMI가 25이상일 때를 비만으로 규정한 WHO의 기 으로 

보았을 때, 남자 환자군과 조군의 비만율은 각각 40%, 

20%이었고 여자는 각각 22%, 18.7%로 남녀 모두 환자군의 

비만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자군의 비만율이 높았다. Won

과 Ohrr(25)의 연구에서 남자 환자군과 조군의 비만율이 

각각 35%, 15%, 여자는 각각 52.6%, 0.0%로 보고되어 비만

이 뇌졸 을 일으키는 험인자임을 보여 다. 한편 BMI보

다는 복부비만을 더 강력한 험인자로 보고한 연구들(7,36)

도 있어 후속연구에서는 BMI 측정과 더불어 복부 비만도를 

측정하여 뇌졸 과의 상 계를 규명하는 것도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교육수 은 남자의 경우 환자군과 조군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자는 환자군의 교육정도가 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체 으로 환자군의 교육수

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과거 직업으로

는 남자는 환자군과 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에서는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했던 비

율이 유의하게 낮았다. 주거주지는 환자군 조군 모두 도

시가 50.0%(50명), 83.3%(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환

자군이 조군에 비해 ‘시골거주’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조사를 실시한 병원이 구 인근 지역의 농 지역 거주

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3차 의료 기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뇌졸 과 련된 병력에서 당뇨병, 고 압, 심장질환의 병

력은 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유의 으로 높았으나 동맥

경화증과 고지 증의 병력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Won과 Ohrr(25)의 연구에서 뇌졸  발생 험도는 고

압 병력을 가진 남자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10.2배, 심

질환 병력을 가진 여자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11.3배 높게 

나타났다.  뇌졸  환자의 동반 질환으로 Song 등(37)은 

고 압(55.0%), 당뇨병(23.9%), 심장질환(16.0%)을, Cheong 

등(26)은 고 압(62.6%), 당뇨병(24.8%), 심장질환(8.4%)을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다.

뇌졸  가족력은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체 뇌졸  환자  33.0%(33명)에서 뇌졸  가

족력이 있었고 이 비율은 조군(10.0%, 15명)에 비해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들(26,38,39)에서 환자군의 뇌

졸  가족력은 각각 30.8%, 29%, 26.6%이었다. Won과 

Ohrr(25)의 연구에서 뇌졸  가족력이 있는 남자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뇌졸  발생 험도가 3.1배 높은 것으로 보

고되었고 Lang 등(40)도 뇌졸  가족력과 뇌졸  발생 사이

에 강한 상 계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들

은 뇌졸  가족력이 뇌졸  발병에 강한 련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뇌졸  발생과 련 있는 사질환에 한 가족력

에서 당뇨병, 고 압 가족력은 여자 뇌졸  발생의 험인자

로 추정되었고 그 외 다른 사질환, 즉 치매, 동맥경화증, 

고지 증, 심장병 등의 가족력은 체 으로 뇌졸  발생과 

유의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

생활습

조사 상자의 생활습 에 한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

다. 커피섭취자 비율은 체 으로는 환자군과 조군 사이

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커피섭취자들의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 환자군은 하루 1～2잔을 마시는 경우

가 37.0%(10명), 하루 3잔 이상의 경우가 63.0%(17명)이었고 

조군은 하루 1～2잔의 경우가 65.2%(30명), 하루 3잔 이상

의 경우가 34.8%(16명)로 환자군에서 다량 섭취자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차섭취자 비율은 남자의 

경우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여자

는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섭취율을 보 다. 

녹차섭취자의 섭취량에서는 조군과 환자군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부분 하루 1～2잔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의 경우 하루 섭취량에 있어서 남자의 경우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커피



322 성수정․정두교․이원기․김유정․이혜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o (%)

Category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100)
Control
(n=150)

p-value

Sex
Age (yrs)
  <50
  50～59
  60～69
  ≥70
Mean±SD
BMI
  <18.5
  18.5～22.9
  23.0～24.9
  ≥25
Mean±SD
Education
  ≤Elementary school
  Middle & high school
  College and above
Occupation
  Labor
  Office
  Other2)

Main residence region
  Large city
  Small city
  Rural
Disease history
  Diabetes
  Hypertension
  Aterosclerosis
  Hyperlipidemia
  Heart disease
Family stroke history
  No
  Yes
Family disease history
  Dementia
  Diabetes
  Hypertension
  Aterosclerosis
  Hyperlipidemia
  Heart disease

50 (50.0)

 4 (8.0)
12 (24.0)
19 (38.0)
15 (30.0)

63.5±10.50

 0 (0.0)
15 (30.0)
15 (30.0)
20 (40.0)

24.81±3.21

14 (28.0)
23 (46.0)
13 (26.0)

22 (44.0)
27 (54.0)
 1 (2.0)

24 (48.0)
12 (24.0)
14 (28.0)

16 (32.0)
26 (52.0)
 1 (2.0)
 4 (8.0)
 6 (12.0)

30 (60.0)
20 (40.0)

 2 (4.0)
 6 (12.0)
10 (20.0)
 1 (2.0)
 0 (0.0)
 1 (2.0)

75 (50.0)

 4 (5.3)
16 (21.3)
29 (38.7)
26 (34.7)

65.4±10.17

 2 (2.7)
34 (45.3)
24 (32.0)
15 (20.0)

23.05±2.35

14 (18.7)
31 (41.3)
30 (40.0)

36 (48.0)
37 (49.3)
 2 (2.7)

64 (85.3)
 4 (5.3)
 7 (9.3)

 8 (10.7)
18 (24.0)
 3 (4.0)
 3 (4.0)
 5 (6.7)

67 (89.3)
 8 (10.7)

 3 (4.0)
 3 (4.0)
 8 (10.7)
 1 (1.3)
 0 (0.0)
 3 (4.0)

0.889

0.3351)

0.080

0.001***1)

0.220

0.866

0.001***

0.003** 
0.001*** 
0.534 
0.341 
0.302 

0.001***

1.00 
0.090
0.145
0.771
1.00
0.534

50 (50.0)

 3 (6.0)
 4 (8.0)
13 (26.0)
30 (60.0)

69.9±12.42

 2 (4.0)
22 (44.0)
15 (30.0)
11 (22.0)

23.58±3.58

41 (82.0)
 7 (14.0)
 2 (4.0)

24 (48.0)
 0 (0.0)
26 (52.0)

26 (52.0)
 5 (10.0)
19 (38.0)

10 (20.0)
25 (50.0)
 0 (0.0)
 0 (0.0)
10 (20.0)

37 (74.0)
13 (26.0)

 2 (4.0)
 5 (10.0)
13 (26.0)
 0 (0.0)
 0 (0.0)
 2 (4.0)

75 (50.0)

 5 (6.7)
 6 (8.0)
23 (30.7)
41 (54.7)

68.8±11.15

 1 (1.3)
41 (54.7)
19 (25.3)
14 (18.7)

22.90±2.37

35 (46.7)
36 (48.0)
 4 (5.3)

31 (46.3)
 9 (12.0)
35 (46.7)

61 (81.3)
 9 (12.0)
 5 (6.7)

 6 (8.0)
16 (21.3)
 4 (5.3)
 2 (2.7)
 6 (8.0)
 
68 (90.7)
 7 (9.3)

 2 (2.7)
 0 (0.0)
 7 (9.3)
 0 (0.0)
 1 (1.3)
 2 (2.7)

0.941

0.5811)

0.459

0.2451)

0.001***

0.039*

0.001***

0.049* 
0.001*** 
0.097 
0.244 
0.049* 

0.013*

0.678 
0.005** 

0.013* 
1.00
0.412 
0.678 

100 (50.0)

  7 (7.0)
 16 (16.0)
 32 (32.0)
 45 (45.0)
66.7±11.88

  2 (2.0)
 37 (37.0)
 30 (30.0)
 31 (31.0)
24.19±3.44

 55 (55.0)
 30 (30.0)
 15 (15.0)

 46 (46.0)
 27 (27.0)
 27 (27.0)

 50 (50.0)
 17 (17.0)
 33 (33.0)

 26 (26.0)
 51 (51.0)
  1 (1.0)
  4 (4.0)
 16 (16.0)

 67 (67.0)
 33 (33.0)

  4 (4.0)
 11 (11.0)
 23 (23.0)
  1 (1.0)
  0 (0.0)
  3 (3.0)

150 (50.0)

  9 (6.0)
 22 (14.7)
 52 (34.7)
 67 (44.7)
67.1±10.77

  3 (2.0)
 75 (50.0)
 43 (28.7)
 29 (19.3)
22.98±2.35

 49 (32.7)
 67 (44.7)
 34 (22.7)

 67 (44.7)
 46 (30.7)
 37 (24.7)

125 (83.3)
 13 (8.7)
 12 (8.0)

 14 (9.3)
 34 (22.7)
  7 (4.7)
  5 (3.3)
 11 (7.3)

135 (90.0)
 15 (10.0)

  5 (3.3)
  3 (2.0)
 15 (10.0)
  1 (0.7)
  1 (0.7)
  5 (3.3)

0.961

0.8251)

0.067

0.002**1)

0.002**

0.808

0.001***

0.001*** 

0.001*** 
0.107 
0.782 
0.031* 

0.001***

0.782 
0.002** 
0.005** 
0.772 
0.413 
0.883 

p-value computed by χ2-test, 1)Student's t-test, *p<0.05, **p<0.01, ***p<0.001.
2)Others include housewife, no occupation etc.

의 섭취 유․무보다는 섭취량이 뇌졸 의 발생과 높은 련

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녹차섭취자 비율은 여자의 경우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녹

차섭취자의 1일 녹차섭취량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차가 없

었으므로 녹차의 일상섭취 습 이 뇌졸 의 방과 련성

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흡연습 에서 남자 뇌졸  환자의 흡연율은 90.0%(45명)

로 조군의 65.3%(49명)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여자의 

경우 흡연율이 각각 16.0%(8명), 8.0%(6명)로 남자에 비해 

상당히 낮았고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유의차는 없었다. 

흡연기간은 환자군은 ‘21～30년’(37.7%, 20명), 조군은 ‘20

년 이하’(29.1%, 16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 환자군에

서 20년 이상 담배를 피웠던 경우는 체 흡연자의 90.5%(48

명)인 반면 조군은 71.0%(39명)로 환자군의 흡연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흡연량은 체 으로 환자군, 조군 각각 

‘하루 1갑 이하’인 경우가 86.8%(46명), 94.5%(52명)로 부

분이었다. Ueshima 등(41)은 남자의 경우 하루 1～20개피의 

흡연이 뇌경색의 험도를 2.97배 높이고, 하루 21개피 이상

의 흡연은 3.26배 높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행 연구들

(24,25,42)에서 흡연이 뇌졸 의 험인자로 보고된 바 있으

며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를 재확인하 다. 여자의 경우 흡연

율이 매우 낮아 뇌졸 과의 련성을 찾지 못하 으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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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fe styles of the subjects No (%)

Category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100)
Control
(n=150)

p-value

Coffee drinking
  No
  Yes
 in case of Yes (cup)
  1～2
  ≥3
Green tea drinking
  No
  Yes
 in case of Yes (cup)
  1～2
  ≥3 
Smoking
  No
  Yes
 in case of Yes
  Smoking period (yrs)
   ≤20
   21～30
   31～40
   ≥41
  Smoking levels
   ≤20 cigarettes
   >21 cigarettes
Alcohol drinking
  No
  Yes
 in case of Yes
  Drinking period (yrs)
   ≤20
   21～30
   31～40
   ≥41
Regular exercise
  No
  Yes

23 (46.0)
27 (54.0)

10 (37.0)
17 (63.0)

42 (84.0)
81 (16.0)

81 (100)
 0 (0.0)

 5 (10.0)
45 (90.0)

 
 5 (11.1)
16 (35.6)
13 (28.9)
11 (24.4)

38 (84.4)
 7 (15.6)

 6 (12.0)
44 (88.0)

 4 (9.1)
 7 (15.9)
16 (36.4)
17 (38.6)

31 (62.0)
19 (38.0)

29 (38.7)
46 (61.3)

30 (65.2)
16 (34.8)

52 (69.3)
23 (30.7)

20 (87.0)
3 (13.0)

26 (34.7)
49 (65.3)

13 (26.5)
 7 (14.3)
14 (28.6)
15 (30.6)

46 (93.9)
 3 (6.1)

14 (18.7)
61 (81.3)

11 (18.0)
12 (19.7)
21 (34.4)
17 (27.9)

24 (32.0)
51 (68.0)

0.415

0.020*

0.063

0.282

0.001***

0.056

0.138

0.138

0.319

0.001***

24 (48.0)
26 (52.0)

23 (88.5)
 3 (11.5)

46 (92.0)
 4 (8.0)

 4 (100)
 0 (0.0)

42 (84.0)
 8 (16.0)

 0 (0.0)
 4 (50.0)
 2 (25.0)
 2 (25.0)

 8 (100.0)
 0 (0.0)

33 (66.0)
17 (34.0)

 7 (41.2)
 5 (29.4)
 3 (17.6)
 2 (11.8)

35 (70.0)
15 (30.0)

36 (48.0)
39 (52.0)

36 (92.3)
 3 (7.7)

48 (64.0)
27 (36.0)

24 (88.9)
 3 (11.1)

69 (92.0)
 6 (8.0)

 3 (50.0)
 2 (33.3)
 1 (16.7)
 0 (0.0)

 6 (100.0)
 0 (0.0)

49 (65.3)
26 (34.7)

23 (88.5)
 2 (7.7)
 1 (3.8)
 0 (0.0)

28 (37.3)
47 (62.7)

1.00

0.600

0.001***

0.483

0.165

0.120

1.00

0.939

0.010**

0.001***

47 (47.0)
53 (53.0)

33 (62.3)
20 (37.7)

88 (88.0)
12 (12.0)

12 (100.0)
 0 (0.0)

47 (47.0)
53 (53.0)

 5 (9.4)
20 (37.7)
15 (28.3)
13 (24.5)

46 (86.8)
 7 (13.2)

39 (39.0)
61 (61.0)

11 (18.0)
12 (19.7)
19 (31.1)
19 (31.1)

66 (66.0)
34 (34.0)

 65 (43.3)
 85 (56.7)

 66 (77.6)
 19 (22.4)

100 (66.7)
 50 (33.3)

 44 (88.0)
  6 (12.0)

 95 (63.3)
 55 (36.7)

 16 (29.1)
  9 (16.4)
 15 (27.3)
 15 (27.3)

 52 (94.5)
  3 (5.5)

 63 (42.0)
 87 (58.0)

  4 (39.1)
 14 (16.1)
 22 (25.3)
 17 (19.5)

 52 (34.7)
 98 (65.3)

0.568

0.051

0.001***

0.207

0.011*

0.018*

0.165

0.636

0.048*

0.001***

p-value computed by χ2-test, *p<0.05, **p<0.01, ***p<0.001.

는 환자군의 흡연율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 흡연이 

남자 뇌졸  발생의 험인자인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결

과는 흡연이 남녀 모두에서 뇌졸 의 독립 인 험인자로 

보고한 연구들(41,43)과 남자보다 여자와 더 큰 상 계를 

보인다는 연구들(25,44)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이

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흡연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율은 체 으로 환자군과 조군이 각각 61.0%(61

명), 58.0%(87명)로 반 이상을 차지하 으며 두 군 간에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남자 환자군의 음주율(88.0%, 44

명)은 여자 환자군의 음주율(34.0%, 17명)에 비해 상당히 높

게 나타났다. 총 음주기간은 체 으로 ‘31년 이상’이 환자

군, 조군 각각 62.2%(38명), 44.8%(39명)로 환자군이 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Cheong 등(26)과 Kim 등(45)의 

연구결과에서 뇌졸  환자들의 음주율이 각각 43.9%, 41.8%

인데 비해 본 연구결과는 61.0%(61명)로 매우 높았다. 본 

연구에서 환자군과 조군 간에 음주비율에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는데 Djousse 등(12)의 연구에서도 음주와 허

성 뇌졸 은 유의한 상 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당량의 음주는 보호인자이며 술을  마시지 않거

나 과량의 음주는 험인자인 것으로 제안된 보고(11)도 있

다. 한 하루 1～20 g의 알코올 섭취가 허 성 뇌졸 의 

험을 유의 으로 감소시키고(4), 뇌졸 이 발생되기 24시간 

의 40 g 이상의 알코올 섭취가 성 뇌경색의 험을 증가

시킨다(43)는 보고가 있으므로 알코올 섭취량과 뇌졸 간의 

련성에 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운동습 에 한 조사 결과 ‘규칙 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응답이 체 으로 환자군은 34.0%(34명), 조군은 65.3% 

(98명)로 환자군이 유의하게 낮았다. Cheong 등(26)의 연구

에서 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뇌졸  환자는 33.6%, 

조군은 50.2%로 환자군의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고 Kim과 

Jung(35)의 연구에서도 규칙 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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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ating behaviors of the subjects No (%) 

Category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100)
Control
(n=150)

p-value

Meal frequency per day
  1～2
  3
  ≥4
Regularity of mealtime
  Regular
  Sometime irregular
  Always irregular
Eating volume
  Always full
  Moderate
  A little
Degree of chewing
  Enough
  Moderate
  Not enough
Snack
  No snack
  Cookie, rice cake, potato
  Fruit & juice
  Milk & dairy product
  Coke
Meal type
  Vegetarious
  Carnivorous
  Omnivorous
Preference for spicy foods
  Very like
  Like
  Normal
  Dislike
  Very dislike
Preference for sweet foods
  Very like
  Like
  Normal
  Dislike
  Very dislike
Preference for tastes
  Sweet taste
  Salty taste
  Sour taste
  Spicy taste
  Oily taste

 6 (12.0)
43 (86.0)
 1 (2.0)

26 (52.0)
16 (32.0)
 8 (16.0)

27 (54.0)
19 (38.0)
 4 (8.0)

 4 (8.0)
13 (26.0)
33 (66.0)

18 (36.0)
14 (28.0)
15 (30.0)
 3 (6.0)
 0 (0.0)

14 (28.0)
17 (34.0)
19 (38.0)

 5 (10.0)
24 (48.0)
17 (34.0)
 4 (8.0)
 0 (0.0)

 4 (8.0)
34 (68.0)
 8 (16.0)
 4 (8.0)
 0 (0.0)

25 (50.0)
 7 (14.0)
 2 (4.0)
 9 (18.0)
 7 (14.0)

 5 (6.7)
67 (89.3)
 3 (4.0)

53 (70.7)
19 (25.3)
 3 (4.0)

13 (17.3)
50 (66.7)
12 (16.0)

16 (21.3)
42 (56.0)
17 (22.7)

18 (24.0)
18 (24.0)
31 (41.3)
 7 (9.3)
 1 (1.3)

30 (40.0)
13 (17.3)
32 (42.7)

11 (14.7)
28 (37.3)
28 (37.3)
 8 (10.7)
 0 (0.0)

 2 (2.7)
34 (45.3)
29 (38.7)
 9 (12.0)
 1 (1.3)

25 (33.3)
25 (33.3)
 8 (10.7)
12 (16.0)
 5 (16.7)

0.501

0.030*

0.001***

0.001***

0.431

0.088

0.649

0.027*

0.042*

10 (20.0)
40 (80.0)
 0 (0.0)

31 (62.0)
12 (24.0)
 7 (14.0)

26 (52.0)
16 (32.0)
 8 (16.0)

10 (20.0)
10 (20.0)
30 (60.0)

15 (30.0)
18 (36.0)
14 (28.0)
 3 (6.0)
 0 (0.0)

35 (70.0)
 8 (16.0)
 7 (14.0)

 3 (6.0)
19 (38.0)
18 (36.0)
10 (20.0)
 0 (0.0)

 1 (2.0)
29 (58.0)
13 (26.0)
 7 (14.0)
 0 (0.0)

22 (44.0)
14 (28.0)
 8 (16.0)
 4 (8.0)
 2 (4.0)

15 (20.0)
60 (80.0)
 0 (0.0)

42 (56.0)
28 (37.3)
 5 (6.7)

20 (26.7)
41 (54.7)
14 (18.7)

20 (26.7)
35 (46.7)
20 (26.7)

24 (32.0)
11 (14.7)
28 (37.3)
11 (14.7)
 1 (1.3)

42 (56.0)
 2 (2.7)
31 (41.3)

12 (16.0)
27 (36.0)
21 (28.0)
15 (20.0)
 0 (0.0)

 6 (8.0)
18 (24.0)
31 (41.3)
18 (24.0)
 2 (2.7)

22 (29.3)
19 (25.3)
16 (21.3)
18 (24.0)
 0 (0.0)

1.00

0.171

0.013*

0.001***

0.052

0.001***

0.369

0.003**

0.045*

16 (16.0)
83 (83.0)
 1 (1.0)

57 (57.0)
28 (28.0)
15 (15.0)

53 (53.0)
35 (35.0)
12 (12.0)

14 (14.0)
23 (23.0)
63 (63.0)

33 (33.0)
32 (32.0)
29 (29.0)
 6 (6.0)
 0 (0.0)

49 (49.0)
25 (25.0)
26 (26.0)

 8 (8.0)
43 (43.0)
35 (35.0)
14 (14.0)
 0 (0.0)

 5 (5.0)
63 (63.0)
21 (21.0)
11 (11.0)
 0 (0.0)

47 (47.0)
21 (21.0)
10 (10.0)
13 (13.0)
 9 (9.0)

 20 (13.3)
127 (84.7)
  3 (2.0)

 95 (63.3)
 47 (31.3)
  8 (5.3)

 33 (22.0)
 91 (60.7)
 26 (17.3)

 36 (24.0)
 77 (51.3)
 37 (24.7)

 42 (28.0)
 29 (19.3)
 59 (39.3)
 18 (12.0)
  2 (1.3)

 72 (48.0)
 15 (10.0)
 63 (42.0)

 23 (15.3)
 55 (36.7)
 49 (32.7)
 23 (15.3)
  0 (0.0)

  8 (15.3)
 52 (34.7)
 60 (40.0)
 27 (18.0)
  3 (2.0)

 47 (31.3)
 44 (29.3)
 24 (16.0)
 30 (20.0)
  5 (3.3)

0.708

0.035*

0.001***

0.001***

0.043*

0.002**

0.336

0.001***

0.016*

자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규칙 인 운동습 이 

뇌졸 의 발병 험을 감소시키는 보호인자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규칙 인 운동은 뇌졸 의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선행연

구(46,47)에서 규칙 인 운동의 효과는 뇌졸 의 험요인

인 고 압, 당뇨병, 비만을 통제함으로써 간 으로 뇌졸  

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식행동 특성

조사 상자의 식행동 특성에 한 조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일 식사횟수는 ‘3끼’ 식사를 하는 경우가 체 으로 

환자군과 조군 각각 83.0%(83명), 84.7%(127명)로 가장 높

았으며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식사시간의 규칙성에 해서 체 으로 ‘규칙 으로 

하는 경우’가 환자군, 조군 각각 57.0%(57명), 63.3%(95명)

로 가장 많았고 ‘항상 불규칙한 경우’는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나 환자․ 조군 사이에 유의 인 차이를 보

으며 남자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하 다. 이 결과는 

불규칙한 식습 이 뇌졸 의 발병과 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식사량은 체 으로 환자군에서는 ‘항상 배부르

게 먹는다’는 응답이 53.0%(53명), 조군에서는 ‘ 당량 먹

는다’는 응답이 60.7%(91명)로 가장 많아 환자군이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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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o (%) 

Category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50)

Control
(n=75)

p-value
Case

(n=100)
Control
(n=150)

p-value

Most favorite cooking method
  Broiling, deep frying
  Mixing with seasoning
  Hard-boiling
  Soups & stews
  None
Least favorite cooking method
  Broiling, deep frying
  Mixing with seasoning
  Hard-boiling
  Soups & stews
  None
Frequency of eating out
  Rarely
  Occasionally
  Often
Choice of foods 
   when eating out
  Meat foods
  Korean foods
  Western foods
  Chinese foods
  Japanese foods
  Noodles & mandoo
Taboo foods1)

  No
  Yes

10 (20.0)
 9 (18.0)
 4 (8.0)
20 (40.0)
 7 (14.0)

16 (32.0)
14 (28.0)
 0 (0.0)
 6 (12.0)
14 (28.0)

28 (56.0)
 7 (14.0)
15 (30.0)

34 (68.0)
13 (26.0)
 0 (0.0)
 2 (4.0)
 1 (2.0)
 0 (0.0)

42 (84.0)
 8 (16.0)

 6 (8.0)
20 (26.7)
 3 (4.0)
39 (52.0)
 7 (9.3)

40 (53.3)
 0 (0.0)
 1 (1.3)
 9 (12.0)
25 (33.3)

34 (45.3)
35 (46.7)
 6 (8.0)

34 (45.3)
28 (37.3)
 3 (4.0)
 0 (0.0)
 4 (5.3)
 6 (8.0)

44 (58.7)
31 (41.3)

0.152

0.001***

0.001***

0.017*

0.003**

 4 (8.0)
23 (46.0)
 3 (6.0)
15 (30.0)
 5 (10.0)

23 (46.0)
 2 (4.0)
 3 (6.0)
 4 (8.0)
18 (36.0)

44 (88.0)
 4 (8.0)
 2 (4.0)

22 (44.0)
24 (48.0)
 0 (0.0)
 0 (0.0)
 3 (6.0)
 1 (2.0)

42 (84.0)
 8 (16.0)

 1 (1.3)
27 (36.0)
 5 (6.7)
31 (41.3)
11 (14.7)

37 (49.3)
 3 (4.0)
 1 (1.3)
 1 (1.3)
33 (44.0)

51 (68.0)
21 (28.0)
 3 (4.0)

25 (33.3)
42 (56.0)
 1 (1.3)
 0 (0.0)
 1 (1.3)
 6 (8.0)

45 (60.0)
30 (40.0)

0.226

0.206

0.023*

0.206

0.004**

14 (14.0)
32 (32.0)
 7 (7.0)
35 (35.0)
12 (12.0)

39 (39.0)
16 (16.0)
 3 (3.0)
10 (10.0)
32 (32.0)

72 (72.0)
11 (11.0)
17 (17.0)

56 (56.0)
37 (37.0)
 0 (0.0)
 2 (2.0)
 4 (4.0)
 1 (1.0)

84 (84.0)
16 (16.0)

 7 (4.7)
47 (31.3)
 8 (5.3)
70 (46.7)
18 (12.0)

77 (51.3)
 3 (2.0)
 2 (1.3)
10 (6.7)
58 (38.7)

85 (56.7)
56 (37.3)
 9 (6.0)

59 (39.3)
70 (46.7)
 4 (2.7)
 0 (0.0)
 5 (3.3)
12 (8.0)

89 (59.3)
61 (40.7)

0.076

0.001***

0.003**

0.006**

0.001***

p-value computed by χ2-test, *p<0.05, **p<0.01, ***p<0.001.
1)list of taboo foods: pork, fried or greasy foods, sweet foods, salty foods, eggs, dog & chicken meats.

에 비해 과식하는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Chung 등(30)은 

조군에서 과식하는 경우 청 콜 스테롤, HDL-콜 스

테롤, BMI가 게 는 보통으로 먹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고 보고하 다. 음식을 씹는 정도에서 체 으로 

환자군의 경우 ‘잘 씹지 않은 경우’가 63.0%(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조군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51.3%(77명)으로 가

장 많아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음식을 충분

히 씹는 습 이 뇌졸 을 방하는데 좋은 식습 으로 나타

났다. 간식 기호에 해서 체 으로 환자군은 간식을 잘 

먹지 않는 경우가 33.0%(33명), 과자, 떡, 감자 등을 좋아하

는 경우가 32.0%(32명)로 높았고 조군은 과일과 과일주스

를 좋아하는 경우가 39.3%(59명)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

서 뇌졸  환자들은 조군에 비해 간식으로 탄수화물 식품

을 더 많이, 과일과 과일주스  유제품을 더 게 먹는 것으

로 나타났다. Fraser(48)는 흰빵과 삶아 으깬 감자와 같이 

glycemic index가 높은 탄수화물 식품은 상심장질환 발생

의 험 증가와 계된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도 

탄수화물 식품을 간식으로 즐겨 먹은 식습 이 뇌졸 의 발

생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식사형태는 체 으로 채식성 식습 은 환자군 49.0% 

(49명), 조군 48.0%(72명)로 비슷하 으나 육식성 식습

은 환자군 25.0%(25명), 조군 10.0%(15명)로 환자군이 유

의하게 높았고 채식, 육식을 모두 선호하는 경우는 환자군 

26.0%(26명), 조군 42.0%(63명)로 조군이 환자군에 비

해 유의 으로 높았다. 특히 여자의 경우 환자군과 조군 

모두 채식성 식습 이 많았지만 환자군에서 육식을 선호하

는 비율이 조군보다 6배 정도 높았고 채식, 육식을 모두 

선호하는 비율이 조군보다 3배 정도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육식의 선호가 채식과 육식의 혼합식 

습 에 비해 뇌졸  발병과 련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맛의 선호도 조사결과에서 매운 음식에 해서는 환자군

과 조군 모두 ‘좋아한다’에 응답한 경우가 각각 43.0%(43

명), 36.7%(55명)로 가장 많았고 두 군 간에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Kwon(23)  Won과 Ohrr(25)의 연구에서 ‘매

운맛’을 선호하는 경우 뇌졸  발생 험이 높았고 Cheong 

등(26)의 연구에서도 뇌졸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맵게 

먹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상이하 다. 한 

본 연구결과는 매운맛에 ‘보통이다’ 이상의 정 인 반응이 

70% 이상이었는데 이 결과는 자극 인 매운맛을 좋아하는 

구․경북 지역의 식문화 특색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

단 음식에 한 선호도에서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뚜렷

한 차이를 보 다. 환자군은 ‘좋아한다’ 는 ‘매우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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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한 사람이 68.0%(68명)이었고 조군은 ‘좋아한다’ 

이상으로 답한 사람이 50.0%(60명)로 뇌졸  환자들의 단 음

식에 한 선호도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맛 선호도에서 체 으로 환자군은 단맛을 가장 좋아하

고(47.0%, 47명), ‘짭짤한 맛’(21.0%, 21명), ‘매운맛’(13.0%, 

13명), ‘새콤한 맛’(10.0%, 10명), ‘기름진 맛’(9.0%, 9명)의 순

으로 나타났다. 조군도 단맛을 가장 선호하 지만(31.3%, 

47명), ‘짭짤한 맛’도 29.3%(44명)로 비슷한 비율을 보 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20.0%(30명), ‘기름진 맛’은 3.3% 

(5명)로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Kwon(23)  Won과 Ohrr(25)는 ‘매운맛’과 ‘짠맛’을 선호하

는 경우 뇌졸  발생 험이 높았음을 보고하 고 Cheong 

등(26)은 뇌졸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짜게 먹거나 맵게 

먹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단맛을 가장 좋아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좋아하는 조리법에서 체 으로 환자군과 조군 사이

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 개  국류’가 가장 

좋아하는 조리법으로 선택되었고 ‘굽기와 튀기기’가 가장 싫

어하는 조리법으로 선택되었다. 한편 남자의 경우 ‘무침’을 

가장 싫어하는 조리법으로 응답한 경우가 환자군에서는 

28.0%(14명)이었는데 조군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

외식의 빈도는 체 으로 환자군과 조군 모두 외식을 

‘거의 안하는 경우’가 각각 72.0%(72명), 56.7%(85명)로 가

장 많았으며 외식을 ‘자주 하는 경우’는 환자군은 17.0%(17

명), 조군은 6.0%(9명)로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았다. 특히 남자의 경우 환자군은 30.0%(15명)가 외식

을 자주하는 것으로 응답하 으나 조군은 8.0%(6명)뿐이

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외식을 하는 비율이 남자에 비해 

매우 낮았고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외식의 빈도가 유의하

게 낮았다. 외식의 형태는 체 으로 환자군은 ‘고기

류’(56.0%, 56명), 조군은 ‘한정식’(46.7%, 70명)이 가장 많

았으며 두 군 사이에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남자의 경우 

환자군과 조군 모두 ‘고기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

았으나 환자군의 육류 선호 비율(68.0%)이 조군(45.3%)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한 남자는 ‘한정식’의 경우 환자

군이 26.0%(13명), 조군이 37.3%(28명)로 조군은 ‘고기

류’와 함께 ‘한정식’도 많이 섭취하 다. 남자가 ‘고기류’를 

선호하는데 비해 여자는 환자군과 조군 모두 ‘한정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식 메뉴 선호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섭취하지 않거나 피하는 음식에서 체 으로 조군에서 

음식을 가리는 경우가 40.7%(61명)로 환자군의 16.0%(16명)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남자의 경우 조군에서 41.3%(31

명), 여자는 조군에서 40.0%(30명)가 피하는 음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하는 음식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돼지고기이었고 그 밖에 튀김, 기름기 많은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달걀, 개고기, 닭고기 등으로 나타났다.

식품섭취빈도

환자군과 조군의 뇌졸  발병  1년간의 식품별 섭취

빈도를 조사하여 수화한 평균값은 Table 4와 같다. ‘매일 

1회 이상’ 섭취한 경우 3 , ‘주 3～4회’ 섭취한 경우 2 , 

‘주 1～2회’ 섭취한 경우 1 , ‘월 1회 이하’ 섭취한 경우에 

0 을 부여하 다.

체 으로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섭취빈도가 유의

으로 높았던 식품 종류는 콩기름과 참기름이었고, 유의하게 

낮았던 식품 종류는 콩류  된장·두부류, 생 녹황색 채소, 

익힌 녹황색 채소, 담색 채소, 버섯류, 해조류, 견과류, 흰살 

생선류, 등푸른 생선류, 해물류, 째먹는 생선, 올리 유, 

두유, 녹차, 과일 주스 등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과일

과 채소의 섭취가 뇌졸 을 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49), 

채소와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칼륨, 식이섬유, 항산화 비타

민 등이 뇌졸 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50,51).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생선의 

섭취가 뇌졸 으로 인한 사망률과 발병률을 낮추고(52,53), 

하루 20 g의 생선 섭취가 뇌졸 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54)에 근거해 볼 때 본 연구결과에서 조군에 비해 

환자군의 낮은 생선 섭취가 뇌졸 의 발생과 일부 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환자군에서 남자

의 경우 여자에 비해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식품 종

류는 콩류  된장류, 버섯류, 지방 육류, 고지방 육류, 면

류, 빵류, 과자  사탕류, 버터와 마가린, 녹차, 과일주스, 

탄산음료 등이었고 여자의 경우 김치류, 과일류, 담색 채소, 

우유  유제품 등인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남자 환자군에서 다른 3군에 비해 가장 높은 섭취 빈도

를 보 던 식품은 탄산음료이었고, 여자 환자군에서는 과일

류이었다. 한편 남자 환자군에서 가장 낮은 섭취빈도를 보

던 식품은 담색채소 고, 여자군에서는 버섯류, 과자  사

탕류, 녹차, 과일 주스 등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 다. 한편 익힌 채소, 견과류, 올리 오일, 두유 등의 섭취

빈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남자 

뇌졸  환자가 여자 뇌졸  환자에 비해 육류 섭취량과 콜

스테롤 함유 식품의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는 Park 등

(55)의 보고와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육류, 생선, 계란

의 섭취빈도가 높았다는 Yim 등(56)의 보고와 유사하 다. 

Park 등(57)의 연구에서는 남자 뇌졸  환자가 여자 환자에 

비해 쇠고기, 돼지고기, 흰살 생선, 붉은살 생선, 계란, 마늘․

양 , 커피, 라면 빵  나물의 섭취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식품기호도

식품 종류, 조리법  맛에 한 기호도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각 항목에 하여 ‘좋아한다’, ‘보통이다’, 

‘싫어한다’의 세 가지 척도로 구분하여 각각 3 , 2 , 1 을 

부여하여 수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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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ood intake frequency score1) by food group of the subjects for the latest year before a stroke attack

Food items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Case (n=50) Control (n=75) Case (n=100) Control (n=150)

Mixed rice
Kimchi
Pickled fish
Soybean product
Fruit
Raw vegetable
Cooked vegetable 
White vegetable
Mushroom
Seaweeds
Seeds
White flesh fish
Blue backed fish
Shellfish
Anchovies
Low fat meat
High fat meat
Meat products
Noodles
Breads
Eggs
Cookie & candy
Soy & sesame oil
Olive oil
Butter & margarine
Milk & milk product
Soybean milk
Coffee
Green tea
Fruit juice
Coke

1.82±1.37
2.40±1.03a

0.76±1.10b

1.82±0.87b

1.32±0.91a

1.32±0.91a

1.24±0.77a

1.10±0.61a

0.92±0.85b

0.72±1.03a

0.16±0.42a

0.84±0.79a

0.94±0.77
0.34±0.56a

0.90±1.13a

1.02±0.80c

0.64±0.63b

0.16±0.42
1.04±0.73b

0.82±0.87c

1.20±0.90
0.88±0.94b

2.64±0.80b

0.14±0.61a

0.22±0.47c

1.38±0.81a

0.38±0.81a

1.64±1.47
0.88±1.27b

0.76±0.96b

0.68±1.00c

1.61±1.27
2.68±0.66ab

0.57±0.77ab

2.07±0.72bc

1.68±0.86ab

1.65±0.86b

1.67±0.81b

2.01±0.73c

1.05±0.79bc

1.43±0.89b

0.57±0.64b

1.13±0.70b

1.17±0.71
0.61±0.68b

1.32±0.89b

0.85±0.78bc

0.48±0.58ab

0.19±0.49
1.15±0.85b

0.65±0.74bc

1.07±0.79
0.91±1.02b

2.11±0.99a

0.41±0.68b

0.19±0.51bc

1.64±1.07ab

0.89±0.91b

1.88±1.30
1.28±1.17bc

0.88±0.85b

0.43±0.66b

1.68±1.39
2.74±0.72b

0.54±0.95ab

1.48±0.81a

1.86±0.83c

1.44±0.84ab

1.34±0.59a

1.54±0.50b

0.58±0.50a

0.46±0.76a

0.04±0.20a

0.92±0.67ab

1.02±0.74
0.26±0.49a

1.24±1.21ab

0.54±0.54a

0.36±0.56a

0.16±0.42
0.46±0.54a

0.34±0.59a

0.94±0.94
0.34±0.63a

2.62±0.81b

0.00±0.00a

 0.2±0.14a

2.16±1.06c

0.56±0.91a

1.58±1.46
0.28±0.70a

0.42±0.58a

0.16±0.55a

1.93±1.21
2.68±0.72ab

0.41±0.77a

2.21±0.76c

1.83±0.94ab

1.69±0.87b

1.63±0.73b

1.81±0.77c

1.28±0.88c

1.80±0.93c

0.53±0.72b

1.19±0.73b

1.20±0.82
0.43±0.64ab

1.48±1.06b

0.61±0.67ab

0.33±0.53a

0.09±0.34
0.63±0.61a

0.47±0.62ab

0.95±0.73
0.68±0.87b

2.47±0.70b

0.65±0.97b

0.05±0.23ab

1.81±1.09bc

0.97±1.00b

1.72±1.39
1.45±1.30c

0.89±0.97b

0.23±0.54ab

1.75±1.37
2.57±0.90
0.65±1.03
1.65±0.87
1.68±0.93
1.38±0.87
1.29±0.69
1.32±0.60
0.75±0.71
0.59±0.91
0.10±0.33
0.88±0.73
0.98±0.75
0.30±0.52
1.07±1.74
0.78±0.72
0.50±0.61
0.16±0.42
0.75±0.70
0.58±0.78
1.07±0.92
0.61±0.84
2.63±0.80
0.07±0.43
0.12±0.36
1.77±1.23
0.47±0.86
1.61±1.46
0.58±1.06
0.59±0.81
0.42±0.84

1.77±1.25
2.68±0.69
0.49±0.77
2.14±0.74*

1.75±0.90
1.67±0.86*

1.65±0.77*

1.91±0.75*

1.17±0.84*

1.61±0.93*

0.55±0.68*

1.16±0.71*

1.19±0.76*

0.52±0.66*

1.40±0.98*

0.73±0.73
0.41±0.56
0.14±0.42
0.89±0.78
0.56±0.69
1.01±0.76
0.79±0.95
2.29±0.88*

0.53±0.84*

0.12±0.40
1.73±1.08
0.93±0.95*

1.80±1.35
1.37±1.23*

0.89±0.91*

0.33±0.61
1)Frequency score: 3 point, >1 time/day; 2 point, 3～4 times/week; 1 point, 1～2 times/week; 0 point, <1 time/month.
Values are mean±SD.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ase & control groups by Student's t-test (p<0.05).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mong four groups (control & case in male & 
femal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Food preference score
1)
 by food item of subjects

Category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Case (n=50) Control (n=75) Case (n=100) Control (n=150)

Staple foods
  Rice
  Brown rice
  Rice with barley
  Rice with beans
  Glutinous rice
  Bread
  Noodles
  Rice cake
Soups
  Beef soup
  Mugwort soup
  Soybean paste soup
  Sea mustard soup
  Soybean sprout soup

2.18±0.92
a

1.82±0.85
a

2.10±0.89
2.26±0.75

a

2.28±0.70
a

2.10±0.81
b

2.08±0.75
a

1.66±0.69
a

2.39±0.71
b

2.12±0.80
a

2.40±0.78
a

2.52±0.71
a

2.36±0.83

3.39±0.70
ab

2.23±0.75
b

2.29±0.77
2.53±0.66

b

2.49±0.67
ab

2.04±0.83
b

2.53±0.60
b

2.17±0.81
b

2.39±0.72
b

2.52±0.64
b

2.65±0.53
b

2.56±0.60
ab

2.57±0.60

2.60±0.57
b

2.00±0.61
ab

2.16±0.71
2.60±0.54

b

2.62±0.49
b

1.98±0.80
b

2.28±0.61
a

2.32±0.68
b

2.04±0.57
a

2.04±0.67
a

2.62±0.60
b

2.36±0.53
a

2.56±0.54

2.31±0.74
a

2.04±0.71
ab

2.17±0.69
2.52±0.55

b

2.59±0.57
b

1.68±0.77
a

2.25±0.76
a

2.21±0.74
b

2.49±0.58
b

2.56±0.66
b

2.80±0.40
b

2.75±0.44
b

2.53±0.55

2.39±0.79
1.91±0.74
2.13±0.80
2.43±0.67
2.45±0.63
2.04±0.80
2.18±0.69
1.99±0.76

2.28±0.68
2.08±0.73
2.51±0.70
2.44±0.63
2.46±0.70

2.35±0.71
2.13±0.73

*

2.23±0.73
2.53±0.61
2.54±0.62
1.86±0.82
2.39±0.69

*

2.19±0.78
*

2.44±0.65
2.54±0.65

*

2.73±0.48
*

2.65±0.53
*

2.55±0.57

주식류에서 체 으로는 환자군의 경우 미밥, 국수, 떡

에 한 기호도가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낮았다. 남자의 

경우,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미밥, 콩밥, 국수, 떡의 기호

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여자의 경우는 미밥과 보리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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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Category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Case (n=50) Control (n=75) Case (n=100) Control (n=150)

Soups
  Alaska pollack soup
  Thick beef soup
Stews
  Soybean paste stew
  Kimchi stew
  Soybean curd residue stew
  Pork stew
  Fish stew
Kimchi
  Kimchi
  Leek kimchi
  Perilla leaf kimchi
  Na Bak kimchi
Meats and eggs
  Beef
  Pork
  Chicken
  Ham, sausage
  Edible viscera
  Egg
Seaweeds
  Sea mustard
  Sea tangle
  Laver
  Sea lettuce
Fish and shellfish
  Mackerel
  Hair tail
  Anchovy
  Yellow croaker
  Alaska pollack
  Pacific saury
  Shrimp
  Squid
  Salt-fermented
  Shellfish
Milk and milk products
  Milk
  Yoghurt
  Ice cream
Pulses
  Soybean curd
  Soybean milk
  Beans
  Red beans
Vegetables
  Korean cabbage
  Radish root
  Cucumber
  Zucchini
  Pumpkin
  Potato
  Carrot
  Soybean sprout
  Spinach
  Doraji
  Onion
  Pepper
  Perilla leaf
  Mushroom
  Garlic

 
1.80±0.76a

2.42±0.73b

2.80±0.50
2.50±0.65b

1.84±0.77a

1.88±0.87bc

1.76±0.77a

2.52±0.74a

1.76±0.69a

1.68±0.77a

2.50±0.65

2.60±0.67b

2.62±0.70c

2.46±0.73b

1.22±0.55
1.92±0.88c

2.28±0.64b

2.10±0.76a

1.94±0.65a

2.48±0.61a

1.56±0.64a

2.44±0.73
2.08±0.72a

2.20±0.81a

2.38±0.78a

1.86±0.73a

2.24±0.85ab

2.18±0.63
2.14±0.67b

1.50±0.79a

2.32±0.59b

1.94±0.77a

2.18±0.72a

1.66±0.80

2.36±0.53a

2.04±0.70a

2.36±0.72a

2.02±0.80

2.48±0.68a

2.26±0.75a

2.20±0.76a

2.40±0.67
2.44±0.68
2.42±0.70
1.96±0.70a

2.42±0.73
2.36±0.63
1.92±0.78a

2.52±0.65ab

2.72±0.57b

2.10±0.81a

2.58±0.54ab

2.48±0.61b

 
2.41±0.72c

2.37±0.73b

2.92±0.27
2.73±0.50c

2.43±0.64b

2.13±0.74c

2.35±0.69c

2.85±0.36b

2.33±0.72b

2.21±0.68b

2.60±0.55

2.53±0.58ab

2.31±0.72b

1.96±0.74a

1.25±0.52
1.61±0.70b

2.08±0.65ab

2.24±0.75a

2.24±0.79b

2.68±0.57ab

2.19±0.71bc

2.44±0.60
2.61±0.54b

2.61±0.59b

2.67±0.55b

2.51±0.62c

2.43±0.64b

2.35±0.67
1.93±0.72ab

1.83±0.80b

2.37±0.67b

2.37±0.70b

2.56±0.66b

1.95±0.79

2.63±0.51b

2.40±0.66b

2.57±0.52ab

2.20±0.70

2.77±0.42b

2.75±0.44b

2.72±0.48b

2.55±0.64
2.24±0.73
2.60±0.59
2.44±0.73b

2.60±0.62
2.52±0.58
2.39±0.68b

2.72±0.45b

2.63±0.49b

2.49±0.53b

2.57±0.55ab

2.67±0.50b

2.02±0.52ab

1.90±0.68a

2.84±0.42
2.24±0.63a

1.96±0.45a

1.36±0.53a

2.02±0.69b

2.50±0.58a

2.12±0.44b

2.26±0.53b

2.60±0.54

2.34±0.59a

1.84±0.71a

1.78±0.76a

1.14±0.45
1.26±0.49a

2.16±0.65ab

2.26±0.57a

1.12±0.52ab

2.58±0.54ab

2.02±0.52b

2.24±0.66
2.20±0.67a

2.36±0.56a

2.66±0.53b

2.16±0.62b

2.04±0.67a

2.18±0.60
1.90±0.58ab

1.86±0.86b

2.06±0.62a

2.40±0.78b

2.40±0.70ab

1.80±0.67

2.58±0.50b

2.02±0.65a

2.46±0.65ab

1.96±0.57

2.56±0.58a

2.56±0.54b

2.26±0.57a

2.34±0.52
2.50±0.51
2.56±0.58
2.08±0.67a

2.56±0.54
2.54±0.54
1.80±0.67a

2.36±0.56a

2.40±0.61a

2.22±0.58a

2.40±0.50a

2.26±0.60a

 
2.23±0.65bc

2.11±0.78a

2.85±0.36
2.56±0.62bc

2.43±0.66b

1.73±0.70b

2.07±0.68b

2.67±0.53ab

2.36±0.67b

2.16±0.70b

2.55±0.66

2.47±0.64ab

2.05±0.75ab

1.88±0.72a

1.19±0.46
1.27±0.58a

2.03±0.64a

2.59±0.55b

2.55±0.60c

2.77±0.42b

2.33±0.62c

2.40±0.64
2.53±0.58b

2.60±0.62b

2.67±0.55b

2.31±0.64bc

2.32±0.70b

2.25±0.70
1.83±0.67a

1.73±0.79ab

2.31±0.72b

2.29±0.77b

2.57±0.62b

1.77±0.75

2.59±0.52b

2.29±0.71b

2.67±0.50b

2.16±0.74

2.67±0.58ab

2.71±0.51b

2.69±0.49b

2.49±0.60
2.37±0.69
2.51±0.58
2.41±0.57b

2.61±0.52
2.52±0.64
2.31±0.77b

2.61±0.54b

2.69±0.49b

2.48±0.67b

2.75±0.52b

2.64±0.48b

 
1.91±0.65
2.16±0.75

2.82±0.46
2.37±0.65
1.90±0.63
1.62±0.76
1.89±0.74

2.51±0.66
1.74±0.60
1.97±0.72
2.55±0.59

2.47±0.64
2.23±0.80
2.12±0.82
1.18±0.50
1.59±0.78
2.22±0.65

2.18±0.67
2.03±0.59
2.53±0.58
1.79±0.62

2.34±0.70
2.14±0.70
2.28±0.70
2.52±0.67
2.01±0.69
2.14±0.77
2.18±0.61
2.02±0.64
1.68±0.84
2.19±0.62

2.17±0.81
2.29±0.72
1.73±0.74

2.47±0.52
2.03±0.67
2.41±0.68
1.99±0.69

2.52±0.63
2.41±0.67
2.23±0.66
2.37±0.60
2.47±0.59
2.49±0.64
2.02±0.68
2.49±0.64
2.45±0.59
1.86±0.73
2.44±0.61
2.56±0.61
2.16±0.71
2.49±0.52
2.37±0.61

 
2.32±0.69*

2.24±0.77

2.89±0.32
2.65±0.57*

2.43±0.65*

1.93±0.75*

2.21±0.70*

2.76±0.46*

2.35±0.70*

2.19±0.69*

2.57±0.61

2.50±0.61
2.18±0.74
1.92±0.73*

1.22±0.49
1.44±0.66
2.05±0.64*

2.41±0.68*

2.39±0.71*

2.73±0.50*

2.26±0.67*

2.42±0.62
2.57±0.56*

2.61±0.60*

2.67±0.55
2.41±0.64*

2.37±0.67*

2.30±0.68
1.88±0.69
1.78±0.79
2.34±0.69

2.33±0.73
2.57±0.64*

1.86±0.77

2.61±0.52*

2.35±0.69*

2.62±0.51*

2.18±0.72*

2.72±0.51*

2.73±0.48*

2.71±0.49*

2.52±0.62
2.31±0.71
2.55±0.59
2.43±0.60*

2.61±0.57
2.52±0.61
2.35±0.72*

2.67±0.50*

2.66±0.49
2.49±0.60*

2.66±0.54*

2.65±0.49*

Total 50 (100.0) 75 (100.0) 50 (100.0) 75 (100.0) 100 (100.0) 1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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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ed

Category
Male Female Total

Case (n=50) Control (n=75) Case (n=50) Control (n=75) Case (n=100) Control (n=150)

Fruits
  Persimmon
  Citrus fruit
  Banana
  Melon
  Apple
  Watermelon
  Pear
  Tomato
  Peach
  Grape
Seeds
  Pine nuts
  Walnuts
  Peanuts
  Sesame
Snack
  Coffee
  Tea
  Candy
  Cookie
  Coke
  Orange juice
Cooking method
  Deep fry
  Roasted
  Mixing with seasoning
  Mixing with vinegar
  Hard-boiled food
  Frying
  Broiled
  Boiled
  Raw fish
Taste
  Spicy taste
  Salty taste
  Sour taste
  Sweet taste
Eating out
  Korean food
  Chinese food
  Japanese food
  Western food

2.00±0.81a

2.52±0.54ab

1.90±0.76a

2.20±0.78a

2.58±0.58
2.76±0.43
2.36±0.69a

2.28±0.70ab

1.90±0.61a

1.88±0.66a

2.04±0.70a

2.24±0.56ab

2.14±0.67a

1.84±0.58a

2.30±0.84
2.04±0.78b

1.92±0.80
1.86±0.83
1.64±0.88c

2.04±0.61

2.14±0.83b

2.28±0.67b

2.08±0.83a

1.86±0.86a

1.98±0.38a

2.40±0.61
2.48±0.71
2.40±0.61b

2.64±0.53

2.40±0.67
2.58±0.67b

1.76±0.63a

2.62±0.64b

2.84±0.37
2.04±0.81
2.14±0.54
1.64±0.56

2.41±0.68bc

2.52±0.60ab

2.15±0.73ab

2.48±0.55b

2.71±0.49
2.71±0.49
2.65±0.53b

2.45±0.70b

2.40±0.62b

2.44±0.62b

2.36±0.54b

2.44±0.58b

2.48±0.58b

2.29±0.61c

2.35±0.78
2.19±0.69b

1.83±0.80
1.89±0.78
1.47±0.58bc

2.11±0.71

1.71±0.79a

1.91±0.70a

2.47±0.62b

2.21±0.76b

2.21±0.64b

2.53±0.58
2.48±0.53
2.40±0.52b

2.57±0.57

2.40±0.72
2.00±0.77a

1.77±0.58a

2.20±0.75a

2.87±0.34
1.92±0.69
2.16±0.70
1.80±0.66

2.24±0.63ab

2.50±0.61a

2.22±0.62b

2.40±0.54ab

2.68±0.59
2.68±0.47
2.56±0.61ab

2.12±0.75a

2.02±0.62a

1.96±0.61a

2.02±0.47a

2.10±0.54a

2.02±0.47a

2.06±0.37b

2.08±0.97
1.48±0.65a

1.66±0.77
1.60±0.76
1.18±0.52a

1.88±0.66

1.50±0.71a

2.02±0.43a

2.60±0.54b

2.38±0.60bc

2.32±0.51bc

2.50±0.51
2.28±0.54
2.16±0.55a

2.48±0.58

2.22±0.68
2.36±0.63b

2.00±0.57b

2.46±0.65b

2.74±0.44
1.88±0.59
2.26±0.60
1.72±0.57

2.56±0.58c

2.72±0.48b

2.15±0.78ab

2.55±0.60b

2.76±0.50
2.79±0.44
2.65±0.53b

2.44±0.66b

2.37±0.65b

2.44±0.66b

2.29±0.56b

2.36±0.63b

2.29±0.56a

2.36±0.65c

2.13±0.84
2.15±0.70b

1.76±0.80
1.69±0.75
1.25±0.52ab

1.87±0.76

1.55±0.66a

1.91±0.62a

2.67±0.50b

2.52±0.60c

2.49±0.58c

2.60±0.55
2.40±0.57
2.31±0.68ab

2.52±0.64

2.23±0.83
1.81±0.71a

2.09±0.55b

2.12±0.79a

2.88±0.37
1.77±0.67
2.05±0.63
1.72±0.56

2.12±0.73
2.51±0.58
2.06±0.71
2.30±0.67
2.63±0.58
2.72±0.45
2.46±0.66
2.20±0.73
1.96±0.62
1.92±0.63

2.03±0.59
2.17±0.55
2.08±0,61
1.95±0.50

2.19±0.91
1.76±0.77
1.79±0.80
1.73±0.80
1.41±0.75
1.96±0.63

1.82±0.83
2.15±0.58
2.34±0.74
2.12±0.78
2.15±0.48
2.45±0.56
2.38±0.63
2.28±0.59
2.56±0.56

2.31±0.68
2.47±0.66
1.88±0.61
2.54±0.64

2.79±0.41
1.96±0.71
2.20±0.57
1.68±0.57

2.49±0.63*

2.62±0.55
2.15±0.75
2.51±0.58*

2.73±0.49
2.75±0.47
2.65±0.53*

2.45±0.68*

2.39±0.63*

2.44±0.64*

2.33±0.55*

2.40±0.60*

2.35±0.62*

2.33±0.63*

2.24±0.82
2.17±0.69*

1.79±0.80
1.79±0.77
1.36±0.56
1.99±0.74

1.63±0.73
1.91±0.66*

2.57±0.57*

2.37±0.70*

2.35±0.63*

2.57±0.56
2.44±0.55
2.15±0.60
2.55±0.61

2.31±0.78
1.91±0.75*

1.93±0.59
2.16±0.77*

2.87±0.35
1.85±0.68
2.11±0.68
1.76±0.61

Total 50 (100.0) 75 (100.0) 50 (100.0) 75 (100.0) 100 (100.0) 150 (100.0)
1)
Preference score: 1 point, dislike; 2 point, neutral; 3 point, like.

Values are mean±SD.
*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ase & control subjects by Student's t-test (p<0.05).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mong four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제외한 모든 주식류에 해 환자군의 기호도가 높았고 특히 

밥과 빵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국류에서는 체

으로는 환자군은 조군에 해 쑥국, 된장국, 미역국, 명태

국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남녀 환자군들 각각도 같

은 경향을 보 다. 개류는 모든 종류의 개에서 환자군의 

기호도가 낮았고 특히 김치 개, 비지 개, 돼지고기 개, 

생선 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김치류에 한 기호

도에서도 체 으로 환자군이 낮았는데 남자의 경우 배추

김치, 부추김치, 깻잎김치의 기호도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육류는 환자군이 닭과 계란의 기호도가 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남자는 돼지고기, 닭고기, 내장류의 기호도에

서 환자군이 조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여자에서는 환자

군과 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붉은색 육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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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는 상심장질환의 발병 험을 증가시키고(58), 특히 

붉은색의 육류로부터 오는 헴철의 섭취는 심근경색 발생의 

험증가와 유의한 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는데(59,60), 본 

연구에서도 남자 환자군에서 육류에 한 기호도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육류 섭취가 뇌졸 의 험인자로 

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해조류는 모든 식품 종류에서 환자

군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남자에서는 다시마와 

래가, 여자에서는 미역, 다시마, 래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생선과 해물류에서 오징어를 제외한 모든 생선에서 환자

군의 기호도가 낮았고 특히 갈치, 멸치, 명태, 꽁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높은 생선섭취가 허 성 뇌졸 의 발생률을 

감소시킨다고 보고(17)되었으나, 반 로 생선 섭취량이 가

장 높은 그룹에서 허 성 뇌졸 의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18)도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뇌졸  환자가 생선

에 한 기호도가 낮아 낮은 생선의 섭취가 뇌졸 을 발생하

는 험요인의 일부로 련된 것으로 추측된다. 유제품의 

경우 체 으로 환자군의 기호도가 낮았는데 남자의 경우 

우유와 요구르트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낮았고 여자의 경우

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우유의 섭취가 허 성 뇌졸 을 

감소시킨다는 년 남자를 상으로 한 연구(61)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남자 뇌졸  환자의 우유  유제품 섭취가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류도 체 으로 환자군의 

기호도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는데 특히 남자는 두

부와 두유, 여자는 두유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류에서는 체 으로 늙은 호박을 제외한 모

든 품목에서 환자군의 기호도가 낮았고 배추, 무, 오이, 당근, 

도라지, 양 , 깻잎, 버섯, 마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과일은 모든 품목에서 환자군의 기호도가 조군에 비해 

낮았고, 감, 참외, 배, 토마토, 복숭아, 포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러 연구(13,14,49,62)에서 채소와 과일의 높은 섭

취는 뇌졸  발생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방어 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채소와 과일에 한 기

호도가 남녀 모두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아 뇌졸 의 발생

에 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종실류에서는 잣, 호두, 

땅콩, 깨 등 모든 품목에서 환자군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낮

았는데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linolenic acid의 섭취가 

뇌졸 을 방하는 보호인자로 보고된 바 있어(63) 견과류

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 증가가 뇌

졸 을 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식 

에서는 녹차의 기호도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고 특히 여자 환자군이 조군에 비해 녹차의 기호도가 유

의하게 낮았다. 조리법에서는 볶음의 기호도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무침, 무침, 조림의 기호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남자의 경우 환자군에서 튀김, 볶음의 기호도가 유

의하게 높았고 무침, 무침, 조림의 기호도는 유의하게 낮

았다. 여자에서는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맛에 한 기호도에서는 남녀 모두 짠맛과 단맛의 

기호도가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

(23,25)에서 짠맛을 선호하는 경우 뇌졸  발생 험이 높음

을 보고하 고 Cheong 등(26)의 연구에서도 뇌졸  환자군

이 조군에 비해 짜게 먹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로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뇌졸 에 걸

릴 험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외식에 한 기호

도 조사결과 환자군과 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없었다.

남자 환자군과 여자 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남자 환자군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쇠고기국, 곰국, 김치 개, 

돼지고기 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내장류, 조개류, 고

추, 마늘, 녹차, 탄산음료, 조리법으로 튀김, 볶음, 삶기 등이

었고, 여자 환자군의 기호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것은 밥, 

콩밥, 찰밥, 떡, 된장국, 생선 개, 래, 조기, 명태, 젓갈류, 

우유, 두부, 무, 바나나, 깨, 무침, 신맛으로 성별에 따라 식품, 

조리법  맛에 한 기호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 다. 남자 

환자군에서 다른 3군에 비해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인 식품

은 돼지고기, 닭고기, 내장류, 튀김, 볶음이었고,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인 식품은 콩밥, 떡, 배추된장국, 생선 개, 부추

김치, 깻잎김치, 래, 조기, 우유, 두부, 무, 조리법으로 무침, 

무침, 조림이었다. 여자 뇌졸  환자군은 다른 3군에 비해 

쇠고기국, 조개류, 고추, 마늘, 녹차의 기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는 구 경북지역 뇌졸  환자들의 생활습   

식행동 특성을 분석하여 뇌졸 과 련 있는 험요인을 

악함으로써 지역민의 뇌졸  방을 한 양교육의 기  

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조사 상자는 뇌졸 으로 처음 

진단받은 입원 환자 100명(남자 50명, 여자 50명)을 환자군

으로 하고 같은 기간 동안 뇌졸  병력이 없고 환자군과 연

령이 비슷한 지역 사회 주민 150명(남자 75명, 여자 75명)을 

조군으로 하 다. 조사는 일반특성, 생활습 , 식행동 특

성, 식품섭취빈도, 식품 기호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설문지

를 이용하여 조사자와 직  면 을 통하여 실시하 으며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뇌졸  환자의 평균 연

령은 남자 63.5세, 여자 69.9세 으며 일반 특성사항에서 환

자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것은 BMI, 당뇨병·

고 압과 심장병의 유병율, 뇌졸 과 당뇨병·고 압의 가족

력과 시골 거주율이었고, 유의 으로 낮은 것은 교육수 이

었다. 생활습 에서 체 으로 환자군은 조군에 비해 흡

연율이 유의 으로 높았고 녹차섭취와 규칙  운동습 이 

유의 으로 낮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흡연율과 규칙 인 운

동 여부에서, 여자는 녹차섭취와 규칙 인 운동 유무에서 

환자· 조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식행동 특성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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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군은 조군에 비해 불규칙한 식사, 과식, 육식의 비율

이 높았고, 충분히 씹는 습 과 한식 섭취 비율이 유의 으

로 낮았다. 식품섭취빈도는 체 으로 환자군은 식용유, 참

기름의 섭취 빈도가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콩제

품,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종실류, 생선·어패류, 올리 유, 

두유, 녹차, 과일 주스의 섭취 빈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식품 

기호도에서는 환자군은 조군에 비해 닭고기, 계란, 볶음, 

짠맛, 단맛의 선호도가 유의 으로 높았고 국류, 개류, 김

치류, 해조류, 생선류, 우유  유제품, 콩유, 채소류, 과일류, 

무침조리법의 선호가 유의 으로 낮았다. 본 연구 결과, 높

은 BMI, 당뇨병과 고 압의 유병, 뇌졸  가족력, 흡연, 과식

과, 육식의 식습 은 뇌졸 의 험인자로 나타났고, 규칙  

운동습 과 녹차 섭취, 음식을 충분히 씹는 습 , 한식의 섭

취, 콩 제품과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생선·어패류, 두유, 녹

차의 잦은 섭취가 보호인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상 체 을 

유지하고 고 압, 당뇨병과 같은 선행질환을 방하고 리

하는 것이 뇌졸 을 방하기 한 요한 생활습 이라 생

각된다. 한 녹차의 섭취와 연, 규칙 인 운동은 남녀 모

두에서 뇌졸 을 방하는 좋은 생활습 이며 규칙 인 식

사와 과식 지, 충분히 씹는 습 , 단 음식의 제, 채식과 

육식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 조리법으로는 무

침, 무침을 선택하는 것이 뇌졸 을 방하는 좋은 식습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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