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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and compare anthropometric measurements, bone density, nutrient

intake, blood composition and food habits between non-smoking, non-alcohol drinking and smoking, alcohol drinking mal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South Korea. The data for food habit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were obtained by self-

administered questionnaires. The BQIs of the subjects were measured by Quantitative Ultrasound (QUS).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n=62) group and General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n=160) group.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and were as follows: The average heights,

weights, and BMIs of the two groups were 173.3 cm, 66.5 kg and 22.1 and 173.4 cm, 68.7 kg and 22.9, respectively.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regarding height, weight or BMI. SBP and DBP, howeve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general group than in the NSND group (p<0.01). The BQIs, Z-scores and T-scores of the two groups were 99.83,

-0.23, and -0.31 and 98.24, -0.27 and -0.39, respectively, produc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percentages for normal bone status, osteopenia and osteoporosis were 83.88%, 16.12% and 0.0% and 74.37%, 25.62%

and 0.01%, respectively. Mean intakes of animal protein (p<0.05), animal fat (p<0.05), fiber (p<0.05), animal Ca

(p<0.05), animal Fe (p<0.001), Zn(p<0.05), vitamin B1 (p<0.05) and niacin (p<0.05)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and mean serum levels of SGOT (p<0.01), SGPT (p<0.001), γ-GTP (p<0.001), triglycerides (p<0.01),

total cholesterol (p<0.05) and hematocrit (p<0.05) were also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Overall,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meal regularity, frequency of snacking, reasons for overeating, exercise and defecation between the

groups. However, favorite foods (p<0.05) and night-time meals (p<0.05)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nclusion, the

health status of the NSND group was superior compared to the general group. Thus, students who smoke and alcohol drink

should receive a practical and systematically-organized education regarding the increased health benefits of quitting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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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우리나라 통계청(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의 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흡연율이

2000년 67.6%, 2005년 50.3%, 2009년 41.1%로 흡연이

질병발생의 위험과 사망률을 높인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성

인 남자 흡연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흡연에 의

해 나타나는 건강문제는 체내 직접적 질병유발 독성요인과

간접적인 식습관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라 건강상태에 악영

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Jung 2007). 흡연은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

인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에 포함되어 있는 니코틴, 타르 및

흡연으로 인해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리라디칼의 영향 때문

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률을 높이고, 세포내 DNA 손상을

입혀 폐암, 위암 등 각종 암과 신장질환(Jean-Michel 등

2000) 등 만성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유해물질의

수준을 체내에 증가시킨다. 또한 흡연 시 담배연기 속에 들

어있는 약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호흡기, 순환기 및 소

화기 등 각종 장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질병이환율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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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망율을 증가시킨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82; Kim 1998).

알코올은 고대로부터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

품 중 하나로 현대생활이 복잡해짐에 따라 사회문제에서 오

는 정신적 긴장,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알코올의 소비가 늘

어나고 있다(Choi 등 2001b). 알코올의 대중화는 대학생들

에게도 영향을 미쳐 통계청 조사(2009)에 의하면 20~29세

의 음주 비율은 2008년 80.8%로 조사되었다. 건강상에 있

어서 알코올은 체내에 직접적으로 독성작용을 하는 것 이외

에도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영양과 건강상

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화 및 영양소 흡

수 저하, 술안주의 과잉섭취로 인한 비만과 각종 생활습관

병의 유발 및 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각종 발

암물질이 함유된 담배가 지나칠 때 미각의 저하나 유해물질

로 각종 암을 일으키게 되는데 알코올과 담배를 동시에 접

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게 작용한다. Choi 등

(2001a)에서도 흡연대학생의 알코올 섭취빈도가 비흡연 대

학생보다 높다고 하여 음주와 흡연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지도도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들을 금연금주군과 일반군으로 분

류하여 신체계측, 골밀도를 측정하였고, 영양소 섭취량, 혈

액성상 및 식습관 등을 조사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식생활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남자대학생으로 구성

하였고, 조사기간은 2009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시행되었

다. 남자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흡연여부, 흡연량 및 흡

연년수와 음주여부, 주당 음주횟수에 관한 설문지로 사전 조

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흡연과 음주를 전혀하지 않은

남자대학생을 금연금주군(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group, 62명)으로, 금연금주군 외

의 남자대학생은 일반군(general group, 160명)으로 분류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신체계측과 골밀도, 영양소 섭

취량, 혈액성상 및 식습관 등을 조사하였다.

2. 연구 방법

1) 신체계측 및 골밀도 조사

비만도 측정기(Fanics FA-96H)로 신장, 체중, 체질량지

수(Body mass index, kg/m2)를 측정하였으며, 혈압은 자

동 혈압기(Fully automatic blood pressure monitor, BP

750A, NISSEI, Japan)로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

정하였다. 골밀도는 정량적 초음파 측정법(QUS, Quantitative

Ultrasound)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기(SONOST-2000,

Osteosys Co.)로 오른쪽 종골(Calcaneus) 부위를 측정하

였다.

2) 영양소 섭취량 조사

식이 섭취는 전날 섭취한 모든 식품을 24시간 회상법

(Ruth 1984)에 의하여 3일간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간

식을 포함한 음식의 종류와 섭취량을 조사하였다. 식사 섭

취조사 결과는 한국영양학회에서 개발된 영양분석 프로그램

CAN-pro 3.0(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06)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1일 에너지 및 영양소들의 섭취량을 계

산하였다.

3) 혈액 채취 및 분석

식사섭취조사가 끝난 후 공복상태에서 편안하게 앉아 10

분 이상 휴식을 취한 후, 정맥혈 20 mL을 취하여 일부 전

혈은 생화학분석기(Fuji dry-chem auto-5, Fuji Photo

Film co, Japan)를 통하여 일반성상을 분석하였으며, 나머

지 혈액은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

은 후, GOT, GPT,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

테롤 함량을 생화학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청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Friedewald 공식(Friedewald 등

1972)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4) 식습관 조사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연구목

적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선

호 식품, 식사의 규칙성, 아침식사 여부, 간식 빈도, 밤참

섭취 여부, 과식의 정도, 과식의 이유, 간식 여부, 식사시간,

운동 빈도, 운동 시간, 배변 정도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하였다.

5)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을 이용하였다. 골

밀도, 신체계측치, 영양소 섭취량 및 혈액성상 수치는 평균

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두 군간의 비교는 Students’s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식습관은 chi-

square test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분포 및 일반사항

본 조사대상자의 나이 및 신체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금연금주군은 27.9%(62명), 일반군은 72.1%(160명)로

조사대상자는 총 222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금연금주군

22.9세, 일반군은 23.5세이었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 금연

금주군은 각각 173.3 cm, 66.5 kg, 일반군 각각 173.4 cm,

68.7 kg이었다. 이는 한국인 성인 표준치(Dietary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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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kes for Koreans 2005)인 남자 173 cm, 65.8 kg과

비교할 때 신장은 유사하였으며 체중은 높게 나타났다. 평

균 BMI는 금연금주군 22.1, 일반군은 22.9로 일반군의 BMI

가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정상범위

에 포함되어 있었다. Chung & Choi(2006)의 서울지역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 BMI 평균값이 22.35,

Kim(2003)은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골밀도와 관련요

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 평균 BMI가 22.0이라 하였고,

Lee & Choi(1994)는 대학생의 골밀도와 관련요인, 식습관

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의 BMI가 21.3이라고 하였다. 또

한 Lee & Kwak(2006)의 대전지역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식습관 관련 연구에서 남학생 BMI는 21.7, Oh & Lee

(2006)의 대학생의 식품섭취 패턴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

BMI는 21.75로 본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평균 수축기 혈압은 금연금주군 123.1 mmHg, 일반군

127.9 mmHg이었고, 평균 이완기 혈압은 각각 72.8, 77.5

mmHg으로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p<0.05)가 나타났다. 서

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 & Choi(2006)의 연

구에서 남자대학생의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2.68 mmHg,

평균 이완기 혈압은 66.27 mmHg로 본 연구 결과가 더 높

았다. 일반군의 평균 흡연력과 음주력은 각각 5.8, 6.5년,

평균 흡연량은 1일 13.1개피로, 이는 Sung & Bae(2005)

의 건강한 성인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흡연자

들의 평균 흡연력 3.1년, 평균 흡연량 1일 11.8개피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음주횟수는 주 2.7

회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골밀도

조사대상자의 골밀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BQI값은 금연금주군이 99.83, 일반군의 경우 98.24로 두

군 모두 표준치(100.0)보다 낮았으며, 이는 Chung & Choi

(2003)의 서울지역의 비전공, 전공대학생의 골밀도와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평균 BQI값 109.27보

다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조사대상자들의 골밀도를 동일 연령군의 골밀도 표준값

(%age matched)과 같은 성(性)과 국적을 가진 20~49세

대상자의 골밀도 값(%young adult)으로 비교하였을 때, 금

연금주군의 경우 평균 %age matched와 Z-score는 각각

96.53%, -0.23이었으며, 일반군은 95.00%, -0.27로 나

타나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금연금주군의 골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평균 %young adult와 T-score는 금연금

주군이 각각 94.61%, -0.31, 일반군이 각각 93.09%, -0.39

로 조사되어 금연금주군의 골밀도가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Chung & Choi(2003)의 서울

지역의 비전공, 전공대학생의 골밀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

구에서 남학생의 경우 Z-score와 T-score 모두 양(+)의

값을 나타내어,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낸 본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Jung(2007)은 흡연이 뼈 중에서도 특히 골

밀도가 높은 피질골의 두께를 감소시켜 골격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Ortego 등(1997)은 흡연자들의 경

우 모든 골격부위에서 골밀도가 유의적으로 낮았다고 보고

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골밀도에 따른 두 군간의 유의

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대가

최대 골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시기이며, 연구 대상자들의 평

균 연령이 23.2세로 흡연력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Number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NSND6)

(N=62)
General
(N=160) p value7)

Number (%)  62(27.9%) 160(72.1%)
Age (years) 22.9±3.11) 23.5±2.80 0.221
Height (cm) 173.3±4.700 173.4±5.600 0.929
Weight (kg) 066.5±9.200 68.7±6.80 0.127
BMI2) (kg/m2) 22.1±2.70 022.9±2.900 0.094
SBP3) (mmHg) 123.1±10.90 127.9±13.00 0.011
DBP4) (mmHg) 72.8±7.40 077.5±10.30 0.021
Smoking history
(packyear)5) 5.8±2.5 -

Number of cigarette/day 13.1±7.10 -
Alcohol history
(years) 6.5±2.3 -

Frequency of drinking
(times/week) 2.7±1.9 -

1)Mean±SD
2)BMI: Body mass index
3)SBP: Systolic blood pressure
4)DBP: Diastolic blood pressure
5)Packyear: Smoking years on the basis of 1 pack of cigarettes per
day
6)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7)p value by t-test between NSND and general group students

<Table 2> Bone density of the subjects measured by QUS*

Variables NSND7)

(N=62)
 General
(N=160) p value8)

BQI2)  099.83±15.41) 98.24±20.5 0.920
%Age matched3)  96.53±16.2 95.00±23.6 0.871
%Young adult4)  94.61±14.8 93.09±19.7 0.853
Z-score5) -0.23±1.1 -0.27±1.60 0.998
T-score6) -0.31±0.9 -0.39±1.10 0.912

*QUS: Quantitative ultrasound
1)Mean±SD
2)BQI: Bone quality index
3)%Age matched=Subject’s BQIx100/Standard deviation of age
matched value
4)%Young adult=Subject’s BQIx100/Standard deviation of young
adult value (20~49years)
5)Z-score=Subject’s BQI-Age matched BQI/Standard deviation of
age matched value
6)T-score=Subject’s BQI-Young adult BQI/Standard deviation of
young adult value (20~49years)
7)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8)p value by t-test between NSND and general group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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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측정된 T-score로 WHO에서 성인남성들을

위해 제시한 기준에 근거(Sadler 등 1999)하여 정상(normal,

T≥-1.0), 골감소증(osteopenia, -2.5≤T<-1.0), 골다공

증(osteoporosis, T<-2.5) 3군으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골밀도가 정상인 경우는 금연금주군 83.88%,

일반군 74.37%로 금연금주군이 높았고, 골감소증의 경우는

금연금주군 16.12%, 일반군 25.62%으로 일반군의 골감소

증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에 속하는 비율이 Chung & Choi

(2006)의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

79.6%라 하여 본 조사에서의 금연금주군은 약 4.3% 높았

고, 일반군은 약 5.2% 정도 더 낮게 나타났다. Hedlund &

Gallagher(1989)에 의하면 본 조사와 부위는 다르나 대퇴

골 원위부(proximal femur)의 골밀도는 20대 초반에서 30

대 중반부터 감소한다고 하며, Arnold(1973)의 연구에서도

20세에서 45세 사이의 남녀 모두 골밀도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20대 초반으로 골격의 퇴화보다는 골질량의 축적이 이루어

지는 시기이므로 특히 골밀도 수치가 낮은 남학생을 대상으

로 골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골격은 신체를 지탱하여 주고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

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골격은 연령이 증가하면

서 매일 조금씩 소실되고 소실된 만큼 새로 만들어지는 골

흡수(bone resorption)와 골 형성(bone formation)이 반

복되어 골 재형성(bone remodeling)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사기관이다(Heaney 등 1982; Raisz 1988). 골격은 성장

기에 꾸준히 형성이 되어 성장이 끝난 후 최대치(peak bone

mass)를 보이다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소실이 일어난다

(Moon & Kim 1998). 골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영양소의 섭취상태(John 1996), 육체적 운동(Metz 등

1993), 성별(Riggs & Melton 1992), 호르몬(Bess 1996)

등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알려져 있는데, 식이 내용, 영

양적 요인 중 칼슘 결핍이 골격 손실에 크게 관계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Heaney 등 1977; Mackovic 등 1979; Yano

등 1985; Bess 1991). 골질환의 하나인 골다공증은 그 발

생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의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중요한 국민 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골다공증은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

하며 골밀도가 감소되는 중년기 이후보다 골질량이 형성되

어 최고로 발달되는 시기인 청년기의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

이 중요하다.

3. 조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4>와 같

다. 남자대학생의 에너지 섭취량(섭취율)은 금연금주군

1824.7 kcal(70.2%), 일반군 1895.6 kcal(72.9%)로 두 군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한국인영양섭취기준(DRIs, Dietary

Refenence Intakes for Koreans. 제 8차 개정. 2005)의

필요추정량에 비하여 적었다. 같은 방법으로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식습관, 영양소 섭취 등 실태를 조사한 Kim과 Chun

(2003)의 연구에서 남학생 2018.7 kcal, Choi 등(1999)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 1870 kcal이었고, Lee(2003a)의 대

구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에

너지 섭취량이 1484.9 kcal로 본 연구 대상자와 마찬가지

로 중등활동을 하는 성인 남자 에너지 권장량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의 식습관

과 영양소 섭취상태를 연구한 Lee와 Yoo (1997)의 연구에

서도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권장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

를 한 바 있는데, 충분한 에너지의 섭취가 뒤따르지 않을 경

우, 영양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도 많다고 볼 때 적절한 양

의 열량 섭취를 유도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면 충

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3b)의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의 에너지 섭취량이 3221.71 kcal로 성인 남자의

에너지 필요추정량 2600 kcal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섭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단백질 섭취량(섭취율)은 두 군 각각 61.0 g(110.9%),

64.1 g(116.5%)으로 권장량보다 높게 섭취하는 경향이었으

며, 동물성단백질 섭취량에서 일반군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

나 유의적 차이(p<0.05)를 보였다. 이는 식습관 조사<Table

6>에서 육류위주의 식사가 일반군 38.1%, 금연금주군은

16.1%로 식사형태에 따른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

된다. Kim과 Chun(2003)의 경기도 지역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유형과 식이섭취실태, 식습관을 조사한 연구

에서 남자대학생의 단백질 섭취량은 80.02 g, 충남지역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2003b)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경우 116.49 g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연

구 결과를 보면 DRIs의 권장량 남자 성인 55 g에 비하여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경

우 산성의 황 아미노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소변을 통한 칼

슘의 손실이 많아지며 그에 따라 골격 건강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Jamshid 등 2003). 또한 단백질 섭취

는 성인 남자의 골밀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Jung

2007) 흡연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골격건강을 위한 적절

한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

<Table 3> Classification of the subjects by bone status N(%)

Bone status NSND4) (N=62)  General (N=160)
Normal1) 52(83.88) 0118(74.37)0
Osteopenia2) 10(16.12) 041(25.62)
Osteoporosis3) 00(0.00)0 02(0.01)

Total 62(100.0) 160(100.0)
1)2)3)The subjects were classified as normal, osteopenia or osteoporosis
on the basis of T-score of an individual bone; normal: T≥-1.0,
osteopenia: -1.0>T≥-2.5, osteoporosis: T<-2.5 
4)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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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의 섭취량은 각각 47.7, 54.4 g으로 금연금주군의

섭취량이 더 낮았으며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에서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p<0.05)를 나타내었다.

식이섬유소 섭취량(섭취율)은 각각 22.2 g(71.6%), 17.1

g(55.3%)으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p<0.05)가 나타났

으며, 전반적으로 대학생의 경우 DRIs의 충분섭취량 31 g

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섭취량(섭취율)

은 각각 453.5 mg(64.8%), 443.6 mg(63.4%)으로 조사되

어 두 군 모두 권장섭취량 700 mg에 비하여 적게 섭취하

고 있었으며, 동물성 칼슘 섭취량은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

를 보였다(p<0.05). 칼슘은 골 무기질 침착에 직접적 영향

을 주며 골질량을 증가시키고, 부적절한 칼슘섭취는 골격건

강에 부정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Oh 등 2003), 대학생

들의 칼슘 섭취 증가를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인 섭취량(섭취율)은 각각 760.4 mg(108.6%), 849.1

mg(121.3%)으로 두군 모두 DRIs의 권장섭취량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철 섭취량(섭취율)은 각각 11.8 mg(118.0%),

12.2 mg(122.0%)으로 두 군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동물

성 철의 섭취량의 경우 일반군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나 유

의적 차이를 보였으며(p<0.05), 이는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와 동일하게 육류위주의 식사형태에 따른 결과가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생각된다.

Na 섭취량(섭취율)은 각각 4001.3 mg(266.7%), 3917.3

mg(261.2%)으로 DRIs의 충분섭취량 1500 mg 보다 2배 이

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연 섭취량(섭취율)의 경

우 각각 6.5 mg(65.0%), 7.4 mg(74.0%)으로 일반군의 섭

취량이 더 높았으며, Cho & Kang(2004)의 부산지역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섭취량이 7.53 mg

이라 하여 모두 권장섭취량 10 mg에 비해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 아연 섭취 부족은 단백질 대사와 DNA 합성을 손상

시켜 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골질량을 유

지하는데 있어서 아연은 골 형성을 증진시키고 골 용해를 저

해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garashi & Yamaguchi

1999). 그러므로 흡연하는 성인 남자의 골격 건강을 위해 적

절한 아연 섭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타민 A 섭취량(섭취율)은 각각 701.7 µg(93.6%),

689.5 µg(91.9%)으로 금연금주군의 섭취량이 더 높았으며,

카로틴의 섭취량은 두 군 각각 3170.2, 3166.6 µg으로 조

사되었다. 비타민 B1 섭취량(섭취율)은 금연금주군과 일반군

각각 0.9 mg(75.0%), 1.2 mg(100.0%)으로 일반군의 섭취

<Table 4>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Variables
NSND2)(N=62)  General(N=160)

p value3)

Mean±SD EER(%) RI(%) AI(%) Mean±SD EER(%) RI(%) AI(%)
Energy (kcal) 1824.7±538.11) 70.2 1895.6±732.00 72.9 0.489
Plant protein (g) 41.7±14.8 110.90 37.7±17.2 116.5 0.108
Animal protein (g) 19.3±8.90 26.4±20.9 0.042
Plant oil (g) 28.7±14.7 29.7±18.7 0.681
Animal fat (g) 19.0±12.4 24.7±27.9 0.049
Carbohydrate (g) 291.8±86.90 292.2±105.8 0.301
Fiber (g) 22.2±26.9 71.6 17.1±7.90 55.3 0.032
Ash (g) 16.0±6.20 16.9±8.40 0.425
Plant Ca (mg) 308.4±154.5 64.8 273.0±171.9 063.4 0.158
Animal Ca (mg) 145.1±122.9 170.6±191.9 0.036
P (mg) 760.4±261.5 108.60 849.1±407.2 121.3 0.113
Plant Fe (mg) 9.7±4.3 118.00 9.5±5.2 122.0 0.468
Animal Fe (mg) 2.1±1.3 2.7±2.1 0.041
Na (mg) 4001.3±1476.7 266.7 3917.3±1809.5 261.2 0.744
K (mg) 1957.7±745.40 2082.8±1004.2 0.374
Zn (mg) 6.5±2.2 65.0 7.4±3.4 074.0 0.045
Vitamin A (µg) 701.7±472.9 93.6 689.5±400.0 091.9 0.847
Retinol (µg) 136.6±126.9 125.4±104.2 0.502
Carotene (µg) 3170.2±2398.6 3166.6±2070.4 0.991
Vitamin B1 (mg) 0.9±0.4 75.0 1.2±0.7 100.0 0.020
Vitamin B2 (mg) 1.2±0.4 80.0 1.6±0.7 106.7 0.411
Vitamin B6 (mg) 1.7±0.7 11.3 1.6±0.7 106.7 0.539
Niacin (mg) 10.5±3.90 65.6 12.7±6.80 079.4 0.017
Vitamin C (mg) 0070.0±52.600 70.0 72.2±61.7 072.2 0.804
Folic acid (µg) 0205.0±87.900 51.3 214.1±132.7 053.5 0.619
Tocopherol (mg) 0013.1±7.0000 131.0 12.9±7.90 129.0 0.918
Cholesterol (mg) 0311.9±13.000 341.4±250.2 0.406

1)Mean±SD
2)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3)p value by t-test between NSND and general group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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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높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p<0.05)를 보였다.

비타민 B2 섭취량(섭취율)의 경우 각각 1.2 mg(80.0%), 1.6

mg(106.7%)이었고, 니아신 섭취량(섭취율)은 각각 10.5

mg(65.6%), 12.7 mg(79.4%)으로 일반군의 경우 금연금주

군보다 더 많이 섭취하였다. 비타민 C 섭취량(섭취율)은 각

각 70.0 mg(70.0%), 72.2 mg(72.2%)으로 DRIs의 권장섭

취량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비타민 C의 섭취감소는 골 손실을 가속화시키며(Kaptoge

등 2003), 따라서 비타민 C 섭취 부족은 항산화능 감소 및

골격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타민 C 섭취 증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엽산 섭취량(섭취율)은 금연금주군, 일반군 각각 205.0

µg(51.3%), 214.1 µg(53.5%)으로 조사되었으며 권장섭취

량보다 낮았다. 채소, 과실류는 체내에서 알칼리를 생성하

는 식이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골기질의 합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의 급원이므로 대학생들에게 골격

건강을 위하여 엽산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 채소, 과일류

섭취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Jung 2007). 비타민

B6와 tocopherol 섭취량(섭취율)의 경우 금연금주군은 각각

1.7 mg(113.3%), 13.1 mg(131.0%), 일반군은 각각 1.6 mg

(106.7%), 12.9 mg(129.0%)으로 두 군 모두 권장섭취량보

다 더 높게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두 군 각각 311.9, 341.4 mg으로

일반군의 섭취량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Chung & Choi(2006)은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남자대학생 327.1 mg, Lee(2003a)의 대구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남자대학생 의 섭취량이

214.0 mg이라 하여 섭취량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콜레스

테롤 섭취량은 전 세계적으로 1일 300 mg을 초과하지 않

도록 권장하고 있고, 관상동맥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1일 콜

레스테롤의 섭취량을 1000 kcal 당 100 mg 또는 1일 300

mg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Lee 등 2006),

본 조사에서 남학생의 경우 섭취량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

타나 앞으로의 식생활에 주의가 요망된다. 균형된 영양소 섭

취와 비타민과 무기질의 섭취는 골격 건강유지를 위해 중요

하므로 본 연구 대상자들에서 부족한 칼슘, 아연, 비타민 C,

엽산 섭취 증가 및 적절한 콜레스테롤 섭취를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혈액성분분석

조사대상자의 혈액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SGOT (p<0.01), SGPT (p<0.001), γ-GTP(p<0.001)

는 금연금주군이 각각 16.5 15.1, 19.8 U/L, 일반군이 각

각 23.1, 36.5, 28.2 U/L로 모두 두 군 간에 유의적인 차

이(p<0.01)가 있었으나, 모두 성인의 정상기준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은 두 군 각각 97.9, 110.8 mg

으로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으며, 정상기준치 150

mg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matocrit치

는 금연금주군 39.9%, 일반군 43.7%로 유의적인 차이

(p<0.05)를 나타내었고, 총 콜레스테롤은 금연금주군 133.0

mg, 일반군 139.4 mg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HDL-콜레스테롤은 각각 42.5,

42.0 mg으로 정상수치(60 mg/dL 이상)보다 두 군 모두 낮

았으며, LDL-콜레스테롤은 각각 71.0, 72.1 mg으로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ee 등(2008)의 금연금

주 남자대학생들의 영양소 섭취와 혈중 지질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금연금주군의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

테롤, LDL-콜레스테롤 각각 129.6, 41.08, 70.96 mg으

로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성인병 유발 가능성을

반영하는 지수 중 하나인 동맥경화지수인 AI(Atherogenic

Index)는 금연금주군이 2.13, 일반군이 2.32로 유의적 차

이가 없었으며, 두 군 모두 동맥경화 위험 기준인 3.0보다

는 낮았다. 심혈관질환 지수인 TPH와 LPH는 금연금주군이

각각 3.13, 1.67이었고, 일반군은 각각 3.32, 1.72로 금연

금주군이 일반군보다 다소 낮았으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Song과 Kim(2003)의 연구에서도 흡연에 의해

TPH와 LPH이 높아진다고 하여 본 조사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5. 조사대상자의 식습관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좋아하는 식사에서 ‘채식 위주’가 금연금주군 66.1%, 일반

군 57.5%로 금연금주군의 응답율이 높았고, ‘육식 위주’가

금연금주군 16.1%, 일반군 38.1%로 일반군의 경우가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는 금연금주군 43.6%, 일

반군 38.1%로 금연금주군의 응답율이 높았다. Choi 등

(2002)의 서울지역 대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

생의 경우 평균 48.5%, Chung & Choi(2003)의 서울지역

식품영양 전공, 비전공대학생의 골밀도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평균 47.8%가 규칙적으로 한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Park(2003)은 경북 지역

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식품기호도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

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비율이 남학생 10.5%, Ko(2007)

의 부산지역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

상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20.0%로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의 다양성은 규칙적인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

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침을 일주일에 ‘매일 섭취’하는 경우는 금연금주군

38.7%, 일반군 33.8%로 금연금주군의 경우에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는 Rho & Woo(2003)

의 인천지역 식품영양 전공, 비전공 대학생의 식습관과 건

강관련 생활 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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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응답이 40.6%, Park(2004)의 대전지역 대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 43.27%보다 본 조사결과가

더 낮았다. 반면 Cho & Kang(2004)의 부산지역 대학생의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 20.5%와 Park(2003)의 경

북지역 대학생의 식품선호도와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남

학생 18.9%보다는 높았다. 본 조사 결과 아침을 ‘먹지 않는

다’에 대한 응답율은 각각 금연금주군, 일반군 각각 3.2,

7.5%로 일반군의 응답율이 높았으며, 이는 Jung(2007)의

흡연과 비흡연 남자대학생의 영양소 섭취상태, 혈중카드뮴,

납 수준 및 골밀도 연구에서 비흡연군의 응답율이 높았던 결

과와 같았다.

간식의 정도는 ‘하루에 1~2번’한다가 금연금주군 40.3%,

일반군 46.7%로 일반군이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금

연금주군 24.2%, 일반군 13.8%로 금연금주군의 비율이 높

았다. Lee & Kwak(2006)의 대전지역 남녀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는 간식은 하루에 1~2회 한다가 남학생

27.1%로 조사되었고, Lee 등(2001)의 대전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하루에 1~2번이 남학생 20.5%라 하

여 본 조사 결과 간식의 정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다.

밤참은 ‘가끔 섭취한다’가 금연금주군 51.7%, 일반군

48.7%로 조사되었고, ‘매일 한다’는 금연금주군 38.7%, 일

반군 26.3%로 금연금주군의 비율이 높았으며 유의적인 차

이가 나타났다(p<0.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밤참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과식의

정도는 ‘자주 한다’가 금연금주군 30.7%, 일반군 33.8%이

고, ‘가끔 한다’가 금연금주군 61.2%, 일반군 60.0%로 비

슷하였으며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Ko(2007)

의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자대학생

과식 비율이 32.2%라 하여 본 조사결과와 유사하였고, Choi

등(2002)의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

생의 과식 비율인 76.9%, Cho & Kang(2004)의 남학생

54.8%보다 낮았다. 과식의 이유로는 ‘맛있어서’가 금연금주

군 45.2%, 일반군 4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배고

파서’, ‘습관적으로’의 순이었다.

편식은 ‘늘 한다’가 금연금주군, 일반군 모두 50.0%로 나

타났으며, 이는 Cho & Kang (2004)의 부산지역 남녀대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편식하지 않는 비율 남학생

79.5%보다 낮았으며, You & Chang(1995)의 대학생의 영

양교육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편식을 하지 않는다는 남

학생의 비율 26.9%보다 매우 높은 경향을 보여 젊은층을 대

상으로한 편식에 관한 영양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사시간은 ‘10분 이하’가 금연금주군 30.6%, 일반군

25.6%, ‘10~20분’이 두 군 각각 53.2, 65.0%로 높은 응

답률을 나타내 비교적 식사시간이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 Kim(2003)의 강원도 태백시 거주 대학생의 식행동

을 연구한 결과에서 남학생 37.7%가 식사시간이 11~20분

이라 하였고, Park(2006)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영양과 식품 섭취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

53.5%가 10~20분 동안 식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사

를 하고 배가 부른 것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 이상이 소요

되며, 또한 식사속도가 빠르면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

다(Hermann 1990)는 보고를 고려한다면 조사대상자들의

식사속도가 비교적 빠르다고 할 수 있겠다.

6. 건강과 관련된 운동, 배변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운동, 배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운동은 ‘매일 한다’는 금연금주군 19.3%, 일반

군 30.6%, 주 ‘4~5회’는 금연금주군 46.8%, 일반군 40.0%

이었다. 또한 충남지역에서 운동하는 남자 대학생은 각각

82.9%(Kim 등 2002), Lee(1999)의 부산 지역 대학생의 건

강관련 행태조사에서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남학생은

40.0%라 하였고, Kim(2003)은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비

율이 남학생 27.6%, Cho & Kang(2004)의 연구에서 운동

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의 65.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운동

하는 비율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운동을 ‘1~1.5시간’하는 경우 금연금주군 46.8%, 일반군

41.3%로 가장 응답율이 높았고, ‘30분~60분’의 경우는 금

연금주군 21.0%, 일반군 19.4%로 전반적으로 두 군의 운

<Table 5> Blood composition of the subjects 

Variables NSND12)

(N=62)
 General
(N=160) p value13)

Albumin(g/dL) 004.1±0.31) 04.3±0.3 0.145
SGOT2)(U/L) 16.5±4.6 23.1±4.6 0.007
SGPT3)(U/L) 15.1±5.2 036.5±11.3 0.001
γ-GTP4)(U/L) 19.8±9.9 28.2±9.5 0.001
Triglyceride(mg/dL) 097.9±54.5 110.8±47.6 0.008
WBC5)(×1000/mm3) 05.8±2.4 05.4±2.5 0.395
RBC6)(×1000/mm3) 04.9±1.4 04.7±1.4 0.070
Hemoglobin(g/dL) 13.3±2.1 13.9±2.1 0.227
Hematocrit(%) 39.9±2.5 43.7±4.3 0.041
Total cholesterol(mg/dL) 133.0±18.8 139.4±21.9 0.014
HDL-cholesterol7)(mg/dL) 42.5±6.0 42.0±8.8 0.202
LDL-cholesterol8)(mg/dL) 071.0±15.7 072.1±15.4 0.217
AI9) 2.13±0.7 2.32±1.7 0.230
T-C/HDL-C(TPH)10) 3.13±0.9 3.32±1.6 0.195
LDL-C/HDL-C(LPH)11) 1.67±1.0 1.72±1.2 0.210
1)Mean±SD
2)SGOT: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3)SGPT: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4)
γ-GTP: Gamma-glutamic transpeptidase 

5)WBC: white blood cell
6)RBC: red blood cell
7)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8)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TC-HDL
cholesterol-Triglyceride/5
9)AI(Atherogenic Index)=(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HDL-
cholesterol
10)T-C/HDL-C=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
11)LDL-C/HDL-C=LDL-cholesterol/HDL-cholesterol
12)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13)p value by t-test between NSND and general group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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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30~60분 운동하는 경우가

Chung & Choi(2006)는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 남학생 31.9%라 하였고, Kim 등(2002)은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 32.0%라 하여 본

연구결과가 더 낮게 나타났다. 배변의 횟수에서는 ‘주 7회

이상’인 경우 금연금주군 17.7%, 일반군 19.4%이었고 ‘주

3~4회’인 경우는 금연금주군 38.8%, 일반군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im(2001)은 배변을 ‘하루 1번 이상’한다

는 남학생이 78.8%라 하여 본 논문의 결과가 더 낮게 나타

났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금주

군, 일반군으로 분류하고 신체계측, 골밀도, 영양섭취량, 혈

액성상 및 식습관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금연금주군은 62명(27.9%), 일반군은 160명(72.1%)으

로 조사대상자는 총 222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금연금주군

22.9세, 일반군은 23.5세, 평균 신장과 체중은 금연금주군

각각 173.3 cm, 66.5 kg, 일반군 각각 173.4 cm, 68.7 kg

이었다. 평균 BMI는 금연금주군 22.1, 일반군은 22.9이었

다. 평균 수축기, 이완기혈압은 금연금주군 각각 123.1,

72.8 mmHg, 일반군 각각 127.9, 77.5 mmHg이었다. 일

반군의 평균 흡연력과 음주력은 5.8년, 6.5년이었고, 평균

흡연량은 1일 13.1개피, 평균 음주횟수는 주 2.7회이었다.

2. 조사대상자의 BQI값은 금연금주군 99.83, 일반군

98.24, 평균 %young adult와 T-score는 금연금주군 각각

94.61%, -0.31, 일반군 각각 93.09%, -0.39이었다. 골밀

도가 정상인 경우는 금연금주군 52명(83.88%), 일반군 118

명(74.37%)으로 금연금주군이 높았고, 골감소증은 금연금

주군 10명(16.12%), 일반군 41명(25.62%)이었다.

3. 에너지 섭취량은 금연금주군 1824.7 kcal, 일반군

1895.6 kcal, 단백질 섭취량은 각각 61.0, 64.1 g이었으며,

동물성단백질 섭취량에서 일반군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식이섬유소 섭취량은 각각

22.2, 17.1 g으로 두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p<0.05)가 나

타났으며, 칼슘은 각각 453.5, 443.6 mg이었고, 동물성 칼

슘 섭취량은 두 군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5). 철

섭취량은 각각 11.8, 12.2 mg으로, 동물성 철의 섭취량의

<Table 6> The food behavior of the subjects N(%)

Categories  NSND1)

(N=62) 
 General
 (N=160) p value2)

Favorite food
Mainly animal food  10(16.1)  61(38.1)

0.031Mainly vegetable food  41(66.1)  92(57.5)
Only vegetable food  11(17.8)  7(04.4)

Meal regularity
Regular  27(43.6)  61(38.1)

0.274A little irregular  32(51.6)  80(50.0)
Very irregular  3(04.8)  19(11.9)

Breakfast
7 times/week  24(38.7)  54(33.8)
3~6 times/week  13(21.0)  29(18.1) 0.103
1~2 times/week  23(37.1)  65(40.6)
Never 2(03.2) 12(07.5)

Frequency of snack
3 times over/day 22(35.5) 54(33.8)
1~2 times/day 25(40.3) 75(46.7) 0.076
Sometimes 0(00.0) 9(05.7)
Never 15(24.2) 22(13.8)

Night-time meal
Everyday 24(38.7) 42(26.3)
Often 32(51.7) 78(48.7) 0.050
Sometimes 6(09.6) 35(21.9)
Never 0(00.0) 5(03.1)

Overeating 
Often  19(30.7)  54(33.8)
Sometimes  38(61.2)  96(60.0)  0.835
A little  5(08.1)  10(06.2)

Reason of overeating 
Delicious  28(45.2)  68(42.5)

 0.869Hungry  24(38.7)  61(38.1)
Stress  2(03.2)  9(05.6)
Habitual  5(08.1)  17(10.7)
Weight increase  3(04.8)  5(03.1)

One-side diet
Always  31(50.0)  80(50.0)

 0.822Sometimes  28(45.2)  75(46.9)
Never  3(04.8)  5(03.1)

Meal times
0~10 minutes  19(30.6)  41(25.6)

 0.19910~20 minutes  33(53.2) 104(65.0)
20~30 minutes  10(16.2)  15(09.4)

1)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2)p value by qui-square test between NSND and general group students

<Table 7> Behavior related to health of the subjects N(%)

Categories  NSND1)

(N=62) 
 General
 (N=160) p value2)

Frequency exercise
Everyday  12(19.3)  49(30.6)

0.1114~5 times/week  29(46.8)  64(40.0)
1~3 times/week  15(24.2)  23(14.4)
Never  6(09.7)  24(15.0)

Exercise time
1.5~2 hrs  11(17.7)  37(23.0)

0.7871~1.5 hrs  29(46.8)  66(41.3)
30~60 minutes  13(21.0)  31(19.4)
0~30 minutes 9(14.5) 26(16.3)

Defecation
8 times over/week  2(03.2)  10(6.3)

0.3827 times/week  9(14.5)  21(13.1)
5~6 times/week  17(27.4)  34(21.3)
3~4 times/week 24(38.8) 51(31.8)
1~2 times/week 10(16.1) 40(25.0)
Irregular 0(00.0) 4(02.5)

1)NSND: Non-smoking and non-alcohol drinking
2)p value by qui-square test between NSND and general group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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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군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0.05). Na은 각각 4001.3, 3917.3 mg으로 충분섭취량

보다 2배 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연은 각각

6.5, 7.4 mg으로 일반군의 섭취량이 더 높았으며, 비타민

A는 각각 701.7, 689.5 µg으로 금연금주군의 섭취량이 더

높았다. 비타민 B1 섭취량은 금연금주군과 일반군 각각 0.9,

1.2 mg으로 일반군의 섭취량이 높았으며, 두 군간에 유의

적 차이(p<0.05)를 보였다. 니아신 섭취량은 각각 10.5,

12.7 mg이었고, 비타민 C 섭취량은 각각 70.0, 72.2 mg

으로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였다. 비타민 B6와 tocopherol

의 경우 금연금주군은 각각 1.7, 13.1 mg, 일반군은 각각

1.6, 12.9 mg으로 조사되었다.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각각

311.9, 341.4 mg으로 조사되었다.

4. 조사대상자의 SGOT(p<0.01), SGPT(p<0.001), γ-GTP

(p<0.001)는 금연금주군이 각각 16.5 15.1, 19.8 U/L, 일

반군이 각각 23.1, 36.5, 28.2 U/L로 모두 두 군 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보였으며, 중성지방은 각각 97.9, 110.8 mg

으로 유의적인 차이(p<0.01)가 나타났다. Hematocrit치는

금연금주군 39.9%, 일반군 43.7%로 유의적인 차이(p<0.05)

를 보였고, 총 콜레스테롤은 금연금주군 133.0 mg, 일반군

139.4 mg(p<0.05)이었다. 금연금주군과 일반군의 HDL-

콜레스테롤은 각각 42.5, 42.0 mg, LDL-콜레스테롤은 각

각 71.0, 72.1 mg이었다. AI는 금연금주군 2.13, 일반군

2.32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심혈관질환 지수인 TPH와

LPH는 금연금주군 각각 3.13, 1.67, 일반군 각각 3.32,

1.72이었다.

5. 조사대상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채식’ 및 ‘채식위

주’가 금연금주군 83.9%, 일반군 61.9%, ‘육식위주’가 금연

금주군 16.1%, 일반군 38.1%(p<0.05)이었고, 식사는 ‘규칙

적’인 경우가 금연금주군 43.6%, 일반군은 38.1%이었다. 아

침을 ‘매일 섭취’한다는 금연금주군 38.7%, 일반군 33.8%로

금연금주군의 경우에 아침식사율이 높았다. 간식은 ‘하루에

1~2번’한다가 금연금주군 40.3%, 일반군 46.7%로 일반군

이 높았고, 밤참은 ‘가끔 섭취한다’가 금연금주군 51.7%, 일

반군 48.7%이었다. 과식은 ‘가끔 한다’가 금연금주군 61.2%,

일반군 60.0%로 비슷하였으며, 과식의 이유로는 ‘맛있어서’

가 금연금주군 45.2%, 일반군 42.5%로 모두 가장 높았다.

편식은 ‘늘 한다’가 금연금주군, 일반군 모두 50.0%로 나타

났다. 식사시간은 ‘10~20분’이 두 군 각각 53.2, 65.0%로

비교적 식사시간이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조사대상자의 운동, 배변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운동

빈도에서 ‘매일 한다’는 금연금주군이 19.3%, 일반군 30.6%

로 일반군이 높았고, ‘주 4~5회 한다’는 금연금주군이

46.8%, 일반군 40.0%로 나타났다. 운동시간은 ‘1∼1.5시

간’은 금연금주군 46.8%, 일반군 41.3%로 가장 응답율이

높았고, 배변의 횟수는 ‘주 7회 이상’인 경우 금연금주군

17.7%, 일반군 19.4%이었났다.

위의 결과를 살펴볼 때 금연금주군이 골밀도 조사에서는

일반군에 비하여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

었으며, 금연금주군이 일반군보다 골밀도의 정상 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영양섭취량의 경우 금연금주군이 일반군

에 비하여 동물성 단백질, 지방, 칼슘, 철분과 니아신, 아연,

비타민 B1은 적게 섭취하였으며, 식이섬유소는 더 많이 섭

취하였다. 혈액성상 분석에서 금연금주군의 경우 일반군에

비하여 GOT, GPT, GTP, triglyceride와 콜레스테롤은 낮

게 조사되었다. 식습관 조사결과 금연금주군은 채식위주의

식사형태가 높았고, 규칙적 식사율과 아침식사율, 밤참율이

높았고, 운동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및 대학

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흡연과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관련된 다양한 연구 사례를 통하여 금연금주 교육

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교양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및

균형진 영양섭취가 건강과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임을 강조

하는 영양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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