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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대장직장암 환자의 식생활 태도와 영양소 섭취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

A Case-Control Study on Attitudes to Dietary Life and Nutrient Intake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in Daegu·Gyeongbuk Area 

최영은*, 김은정**

Youngeun Choi*, Eunjung Kim**

요 약 한국의 대장암 발병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장암 발생은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대장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생활 태도 및 영양적 위험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거

주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대장직장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명과 소화기계 질환이 없는 대조군 51명을 대상으로 식생

활태도 및 반정량적 식품섭취빈도조사를 통한 영양섭취상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식사의 규칙성 및 식품섭취

의 다양성은 대조군이 대장직장암 환자에 비해 높았으며 대장암 환자는 동식물성 단백질 섭취와 튀긴 음식, 그리고

녹황색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가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양섭취분석에서는 대장직장암 환자가 대조군에 비

해 비타민 A, E, K, C, 나트륨, 마그네슘, 요오드,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 비타민 K와 나

트륨 섭취는 대장직장암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보다 많은 수의 연구대상자들을 통한 임상연구를 통

하여 이들 영양소와 대장직장암 발생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영양 교육을 시행한다면 대장직장암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대장직장암, 식생활태도, 식품섭취빈도조사, 영양소 섭취, 환자-대조군 연구

Abstract The incidence of colorectal cancer (CRC) in Korea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and it has been reported that 
dietary life is highly associated with the development of CRC. To investigate dietary attitudes and nutritional risk factors for 
CRC, we analyzed food intake of 34 patients diagnosed with CRC within 1 year and 51 subjects without gastrointestinal 
diseases as a control reside in Daegu·Gyeongbuk Area using semi-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dietary regularity and variety of food intake in control subjects was better than CRC patients whereas, CRC 
patients eat more frequently animal and vegetable protein foods, fried foods, green and yellow vegetables, and fruits than 
control subjects. Nutrient intake analysis showed that Vitamin A, E, K, C, sodium, magnesium, iodine, and cholesterol intake 
of CRC patients was higher than control subjects. Especially, after adjusting age and sex,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Vitamin K (OR = 1.022, 95% Cl 1.003-1.043, p = 0.026) and sodium (OR = 1.001, 95% Cl 1.000-1.002, p = 0.032) were 
identified as risk factors for CRC. In the future,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nutrients and CRC risk and 
appropriate nutrient education will be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CRC.

Key words :
 

colorectal cancer, dietary life attitud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nutrient intake, case-contro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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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건복지부 암 등록 통계에따르면 대장암은 남자와 여

자에 있어 세 번째로 암 종류별 발생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대장직장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대표적으로 유전적 원인, 서구식 식

습관에 따른 열량, 지방 및 단백질의 과다 섭취, 그리고

신체 활동량의 감소로 인한 비만 등의 환경적인 요인이

알려져 있다.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식이요인 중 붉은 육류

섭취 및 지방섭취의 증가, 채소와 식이섬유 섭취의 감소

가 대장직장암 발생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2-4]. 그러나 국외 연구에 비해 국내의 대장직장암 환

자 대상의 연구[3, 5-7]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우

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외

의 연구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맵고 짠맛의 선호가 강한

식생활 문화를 지닌 대구․경북지역 대장직장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 및 특성, 식품섭취빈도

를 통한 영양소 섭취 정도를 조사하여 대장직장암 발병

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방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대장직장암과 식습관의 관

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영양교육으로서 중재가 가능

한 식사 요인들을 파악하여 향후 지역민의 대장직장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련 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행되었

다. 최근 1년 이내 대장직장암 환자로 진단을 받고 입원

한 수술 후 환자 34명(남자 16명, 여자 1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소화기계 질환 및 전신질환이 없

는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입원환자 51명(남자 28

명, 여자 23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가톨릭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CUIRB-2014-0062)을

받고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연구[3, 5-7, 8]를 기

초로 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숙련된 조사자가 병실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 면담을 통해 조사하였다.

3. 조사내용

대상자의 연령, 신장 및 체중 등 일반사항은 병원의

환자 기록지를 참고로 하였다. 식생활 태도 조사는 각

항목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조사하였다. 식품섭취빈도

조사는 반정량적 식품섭취빈도조사 조사지[9]를 이용하

였다. 환자군의 경우는 대장직장암 진단 받기 전 일상적

인 식사섭취에 대하여, 일반인의 경우는 최근 일상적인

식사섭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은 Can

Pro 4.0(한국영양학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 통계 방법

SPSS(ver. 23.0)를 사용하여 일반사항은 빈도분석을,

식생활 태도, 영양소 섭취 상태는 t-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대장직장암의

발병과 식품별 영양소 섭취와의 상관관계는 연령, 성별

의 교란변수를 보정한 후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

용하여 교차비(odds ratio)와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조군과 환자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50.8세, 64.4세

였다(Table 1). 평균 신장과 체중은 환자군에 비해 대조

군의 평균 신장이 7.9 cm, 평균 체중이 4.9 kg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y Control(n=51) Case(n=34) p-value
Gender 0.51
Male 28(54.9)1) 16(47.1)
Female 23(45.1) 18(52.9)
Age (years) 50.8±5.82) 64.4±12.9 0.00**

Height (cm) 165.7±8.9 157.8±9.5 0.00**

Weight (kg) 62.3±9.4 57.4±11.1 0.03*
1) N(%).2) Mean ± S.D.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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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식생활 태도

조사 대상자의 식생활 태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편식 없이 식사를 골고루먹는다.’에 대

한 항목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식사를 골고

루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양한 식

품 섭취를 위한 노력’에 관한 항목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1일 살코기,

계란 등을 2회 이상 섭취’에 관한 문항에서는 환자군에

서 섭취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1일

녹색채소를 2회 이상 섭취’에 관한 문항에서는 환자군에

서 녹황색 채소의 섭취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1일 과일 1개 이상이나 주스 1잔 섭취’에 관한 문항

에서는 환자군에서 섭취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p<0.05). ‘튀김, 전, 볶음요리를 1일 1회 이상 섭취’에

관한 문항에서는 환자군에서 섭취 횟수가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외식 시 많은 채소섭취를 위한 메

뉴 선택’에 관한 문항에서는 환자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외식 시 채소섭취에대한노력이 더많은것으로 나타났

다(p<0.05). 그 밖에 ‘잡곡밥 매끼 섭취’, ‘주 1～2회 등푸

른생선 섭취’, ‘1일 2회 김치 섭취’, ‘매일 해조류 섭취’, ‘1

일 유제품 2단위 이상 섭취’, ‘주 3회 이상 인스턴트나패

스트푸드 섭취’에 관한 항목에서는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의 경

우, 서 등[5]의 연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대장직장암환

자군에서 다양한식품섭취에 대한 노력 및 식습관 수정

에 대한 노력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살코

기 및 계란’섭취에 대한 항목에서도 치질 및 대장직장암

환자가 대조군에비해살코기 및 계란 등의 섭취량이 더

많았다는 김[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동물성 식품 섭취

의 감소가 암 발생의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된 것을 보았을 때[10-12] 동물성식품을 선호하는 식습

관이 대장암의 발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채소 섭취 정도’에 대한 항목에서는 섬유소의 섭취가

암 발생을 감소시키는 보호인자로 보고[13]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Voorrips 등[14]과 Benito 등[15]의 연구

에서와 같이 암 발생과 채소류 섭취와의 관계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외식 시 채소 섭취에 대한 노력’에 대한

항목에서는 김[7]의 연구에서도 치질 및 대장암 환자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외식 시 유의적으로 채소 섭취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3. 연구대상자의 영양소 섭취량

전체 1일 에너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량에서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표 2. 연구 대상자의 식생활 태도
Table 2. Dietary attitudes of the subjects

Category
Control
(n=51)

Case
(n=34)

p-value

Eat evenly without eating. 4.04 ± 0.78 2.94 ± 0.69 0.00**

Try to eat a variety of foods. 3.78 ± 0.76 2.76 ± 0.65 0.00**

Eat grained foods everyday. 2.73 ± 1.15 2.47 ± 0.75 0.26

Eat foods such as light lean meet, eggs twice a day. 2.08 ± 0.74 2.79 ± 0.77 0.00**

Eat fish 1∼2 times a week. 2.90 ± 0.92 3.18 ± 0.90 0.18

Eat beans such as bean, tofu, soft tofu everyday. 2.82 ± 0.79 3.38 ± 0.74 0.00**

Eat Kimchi twice a day. 3.84 ± 0.95 4.18 ± 0.63 0.08

Eat green vegetables (spinach, chestnut) twice a day. 2.61 ± 0.70 3.41 ± 0.61 0.00**

Eat yellow vegetables (carrots, sweet pumpkin) twice a day. 2.41 ± 0.70 2.76 ± 0.65 0.02*

Eat seaweed (laver, seaweed, kelp) everyday. 2.65 ± 0.84 2.53 ± 0.62 0.49

Eat fruits more than one or drink 100% fruit juice everyday. 3.08 ± 1.16 3.68 ± 0.84 0.01*

Eat milk or dairy product (yogurt, yoplait) more than two cups everyday. 2.47 ± 0.88 2.53 ± 0.71 0.75

Eat fried, korean pancake, stir-fried food once a day. 2.25 ± 0.80 2.88 ± 0.95 0.00**

Eat a lot fatty meat (pork belly, rib). 2.71 ± 0.97 2.59 ± 0.99 0.59

Eat a lot of vegetables when I eat out. 2.98 ± 0.88 2.59 ± 0.89 0.05*

Eat instant food or fast food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2.25 ± 1.06 1.97 ± 0.19 0.2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D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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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성 비타민 섭취량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섭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수용성 비타민 섭취량에서는 비타민 C 섭취량이 대조군

에 비해 환자군에서 섭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서 등[16]의 연구에서도 환자군에서 더 높은

비타민 C 섭취량을 보였으나 나머지 수용성 비타민 섭

취량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기질

섭취량에서는 나트륨, 마그네슘, 요오드, 콜레스테롤 섭

취량이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나 두 집단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서 등[16]이 대

구․경북지역민을 대상으로 2005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는 에너지 섭취량의 경우, 환자군 1947.4 ± 389.7 kcal,

대조군 1853.3 ± 291.9 kcal로 환자군의 열량섭취량이 유

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약 10년 후 같은 지역민을 대

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결과, 이러한 열량섭취의 증가는

환경 및 식습관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

다. 국외 연구에서도 대장암 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암

진단 전 최근 5년간 더 높은 열량을 섭취함이 보고된 바

있고[17], Peter 등[18]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도 암 진

단 전 최근 15년 동안의 높은 열량 섭취가 대장암의 위

험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 섭취량에 따른 대장직장암발생 위험과의 연

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섭취량 분석에서 의미 있는 결과

를 보인 영양소와 성별, 연령의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비타민 K,

나트륨의 섭취량이 높을수록 대장직장암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대장직장암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나타났다. 비타민 K의 경우 앞

선 식생활 태도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환자군에서 비

타민 K의 급원 식품인 채소 및 과일류, 계란 및 육류 등

[19]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

라 생각된다. 한편, 최근 비타민 K는 대장점막세포에 흡

수되었을 때 활성산소를 생산하여 대장암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20]도 보고된 바 있어 향

후 비타민 K와 대장암 발생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염장된 육류의섭취는식도,

결장, 직장, 자궁 경부, 폐암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도 보고된 바 있다[21].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지역 대장직장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식생활 태도 및 영양소 섭취 상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생활

태도에서 ‘편식 없이 골고루 섭취’, ‘다양한 식품 섭취를

위한 노력’에 대한 항목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1일 살코기, 계란, 녹색채소,

과일 및 주스, 튀김, 전, 볶음 요리 섭취 정도’에서는 환

자군에서 섭취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식

시 채소섭취에 대한 노력도 환자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는 비타민 A, E, K, C, 나트륨, 마그네

슘, 요오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환자군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비타민 K와 나트륨의 섭취량

이 대장직장암 발병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환자군에서 지용성 비타민과 비

타민 C, 나트륨, 콜레스테롤 등의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

다는 것인데, 향후 영양소 섭취량과 대장직장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보다 대규모의 임상연구가 필요하며, 그

에 따른 예방적 접근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대장암 예방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 연구대상자 그룹별 영양소 섭취 교차비
Table 4. Odds ratio of nutrient intake by group

Odds ratio 95% CI p-value

Vitamin A (μg) 0.998 0.990-1.006 0.625

Vitamin K (μg) 1.022 1.003-1.043 0.026*

Vitamin C (mg) 0.998 0.982-1.013 0.758

Sodium (mg) 1.001 1.000-1.002 0.032*

Magnesium (mg) 0.991 0.956-1.027 0.609

Cholesterol (mg) 0.998 0.991-1.005 0.610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student's t-test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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