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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은 생활습관을 개선

함으로써 줄일 수 있으며, 이 위험인자들은 특히 식사 섭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에 좋지 않은 영향

● 육류의 기름부위, 가공기름에 많은 포화지방산

● 쇼트닝, 마가린 같은 기름에 많은 트랜스지방산

● 달걀노른자, 새우, 동물성 식품, 유제품의 식이성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의 개선에 좋은 영향

●  등푸른 생선, 견과류,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콩기름의

다가불포화지방산(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  콩, 두부 등의 식물성 단백질

●  식이섬유소

●  과일과 채소의 다양한 항산화물질

고지혈증과 식사

심장병과 식사01

식이 섬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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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의 상승

● 소금(나트륨)의 과다 섭취

혈압의 조절

● 하루 5g 이하의 소금 섭취

● 채소와 과일의 칼륨(나트륨의 배설을 돕는다) 섭취

● 저지방 유제품 섭취

● 총지방량과 포화지방량 섭취를 줄이는 식사

고혈압과 식사

체중 증가의 원인

● 과다한 에너지 섭취

● 단순당의 과다 섭취

● 알코올(1잔에 약 100kcal의 열량)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한 식사

● 단백질, 칼슘이 부족하지 않은 균형있는 식사

● 식이 섬유소 섭취

● 당지수가 낮은 식품

비만과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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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맞게 골고루 먹기

2. 소금 섭취 줄이기

3. 지방, 콜레스테롤,
   당분 섭취 줄이기

4.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5. 섬유소가 많은
   식품 선택하기

실생활에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며, 균형 있는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고 나트륨, 지방, 

콜레스테롤, 당분, 알코올을 줄이고 채소, 과일, 섬유소 섭취를 늘리기 위한 5가지 

식사습관을 이제부터 배워봅니다.

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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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에너지 섭취가 과다한 경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이 높아집니다!

알맞게 골고루 먹기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 :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하루 섭취 에너지 중 3대 영양소 비율

자료원 : 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2015)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곡류와 과일군

1g당 4kcal 1g당 4kcal 1g당 9kcal

어육류군과 우유군
동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 견과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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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체중유지를 위한 하루 필요 열량

표준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필요한 열량은 성별, 키, 현재 체중, 활동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에서 대략적인 표준체중과 하루 필요열량을 살펴봅니다.

예)  남자 키 170cm인 경우 표준체중은 64kg이고, 필요열량은 1,900~2,200kcal

     여자 키 165cm인 경우 표준체중은 57kg이고, 필요열량은 1,700~2,000kcal

남 자 여 자

표준체중(kg)키(cm)

150	 50	 1,500~1,800	 150	 47	 1,400~1,600

155	 53	 1,600~1,900	 155	 50	 1,500~1,800

160	 56	 1,700~2,000	 160	 54	 1,600~1,900

165	 60	 1,800~2,100	 165	 57	 1,700~2,000

170	 64	 1,900~2,200	 170	 61	 1,800~2,100	

175	 67	 2,000~2,300	 175	 64	 1,900~2,200

필요열량(kcal) 키(cm) 표준체중(kg) 필요열량(kcal)

표준체중과 하루 필요열량표

표준체중 계산법

 남자 : 키(m)×키(m)×22 예) 170cm일 때 1.7×1.7×22=64(kg)

여자 : 키(m)×키(m)×21 예) 160cm일 때 1.6×1.6×21=54(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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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먹어야 하나?(※하루 필요열량에 따른 식사의 예)

1500kcal

● 키 155cm 정도이며 활동정도가 보통인 여자의 하루 필요열량

●  매끼 밥 1공기, 어육류군 반찬 1~2토막, 채소 2~3접시, 간식으로 우유 1컵,

과일 1개 정도 

아 침 저 녁 간 식

현미밥(2/3공기, 140g)

콩나물국

두부구이(1/5모, 80g)

시금치나물

나박김치

점 심

산채비빔밥(밥1공기, 210g) 

맑은된장국

깍두기

애호박전

계란 후라이(1개)

땅콩(8개, 80g)

콩밥(2/3공기, 140g)

쇠고기미역국

고등어구이(1토막, 100g)

도라지무침

포기김치

토마토(작은 것 2개, 350g)

저지방우유(1컵, 200ml)

2000kcal

● 키 170cm 정도이며 활동정도가 보통인 남자의 하루 필요열량

●  매끼 밥 1공기, 어육류군 반찬 2토막, 채소 2~3접시, 간식으로 곡류군 간식과

우유 2컵, 과일 2개 정도

아 침 점 심 저 녁 간 식

식빵(3장, 105g)

야채스프

계란흰자구이(2개)

양상추샐러드 1접시

귤(작은 것 2개, 120g)

저지방우유(1컵, 200ml)

보리밥(1공기, 210g)

된장찌개

쇠고기구이(2토막, 80g)

쓴야채, 스틱야채

숙주나물무침

포기김치

흑미밥(1공기, 210g)

순두부찌개(순두부, 200g)

꽁치구이(1토막, 50g)

새송이버섯볶음

오이생채

포기김치

고구마(1/2개, 70g) 

두유(1컵, 200㎖)

키위(중간 1개, 80g)

http://www.dgccv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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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에너지원

지방군

단백질, 무기질

우유군

비타민, 무기질

과일군

골고루 먹기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한 끼에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군이 모두 포함되고 하루 

간식으로 우유, 과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에너지원

6가지 식품군 ‘같은 군내에서 영양소의 구성이 서로 같다(=)’는 표시

단백질, 신체조직구성

곡류군 어육류군

비타민, 무기질

채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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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①나의 알맞은 평소 식사량 알기

표준체중과 하루 필요열량을 알아둡니다. 체중의 변화를 관찰하며 의사,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하루 식사량을 알아둡니다.

②내 밥상에 ‘골고루’를 확인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군에 해당하는 음식이 모두 있는지 이름을 부른 후

식사합니다.

③식사할 때는 식사에만 집중

TV를 보거나 일을 하면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맛이

있는지,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④식사는 천천히

빠르게 식사하는 습관은 포만감을 느낄 수 없어 체중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화

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래 씹고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합니다.

⑤외식과 간식도 6가지 식품군 안에서

외식 시에는 6가지 식품군이 잘 들어있는 것으로 선택하고, 간식을 드실 때는 

하루 과일, 우유 섭취 범위 안에서 섭취합니다. 

알맞게 골고루 먹는 요령

12  13http://www.dgccv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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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 나트륨(Na)과 염소(Cl)로 이루어진 염화나트륨(NaCl)

● 나트륨은 소금 중량의 40%를 차지합니다.

●  나트륨 과다섭취 시 혈압이 상승하고 심뇌혈관질환, 위암,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는 무기질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고혈압, 

부종, 심장질환과 관련이 많습니다.

● 나트륨의 공급원

- 고기, 계란, 우유, 채소 등 모든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통조림, 훈제식품 등 가공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첨가됩니다.

- 조리 시 사용되는 양념을 통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

●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000-6,000mg으로 권장량의  

3배까지 달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권장량인 2,000mg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87.4%나 되며, 특히 만 30~49세에서 과다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나트륨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식품은?

●  배추김치(20%), 소금(17.5%), 간장(8.7%), 된장(6.4%), 라면(4.4%), 

고추장(4.1%) 등

소금섭취 줄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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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은?

● 나트륨(Na)과 염소(Cl)로 이루어진 염화나트륨(NaCl)

● 나트륨은 소금 중량의 40%를 차지합니다.

●  나트륨 과다섭취 시 혈압이 상승하고 심뇌혈관질환, 위암, 신장질환, 골다공증 

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트륨은?

●  체액의 균형을 조절하는 무기질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고혈압, 

부종, 심장질환과 관련이 많습니다.

● 나트륨의 공급원

- 고기, 계란, 우유, 채소 등 모든 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통조림, 훈제식품 등 가공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첨가됩니다.

- 조리 시 사용되는 양념을 통해 추가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고 있을까?

●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4,000-6,000mg으로 권장량의  

3배까지 달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권장량인 2,000mg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87.4%나 되며, 특히 만 30~49세에서 과다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나트륨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한 식품은?

●  배추김치(20%), 소금(17.5%), 간장(8.7%), 된장(6.4%), 라면(4.4%), 

고추장(4.1%) 등

소금섭취 줄이기2

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소금(나트륨)의 하루 목표섭취량은?

●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목표섭취량은

                     소금 1작은술(5g), 나트륨으로는 2,000mg

●  현재 우리나라 성인은 권장량의 3배 정도를 섭취하고 있으므로 하루 2작은술 

만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1작은술(5g)
나트륨 2,000mg

건강한 몸에
소금 뿌리지 마세요
짜게 먹는 식습관은 위암, 고혈압, 뇌졸증 등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어 비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3
1소금 한국인의 하루 소금섭취량은 13.2g

권장량의 약 3배 로 줄이세요

소금의 하루 목표섭취량

자료원 : 대구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시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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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물을 남깁니다.

아무리 싱거운 국물이라도 모두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가 많아집니다.

②소금 함량이 높은 염장식품의 선택을 줄입니다.

김치류, 젓갈류, 장아찌류, 자반 생선류의 먹는 횟수를 줄입니다. 한 끼에

섭취하는 김치에는 약 2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어 세 끼를 모두 먹으면 하루

소금 목표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③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외식 섭취를 줄입니다.

라면, 즉석식품, 햄버거, 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미료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④나트륨 함량이 적은 양념 재료를 사용합니다.*

소금 대신 마늘, 참깨, 고추냉이, 생강, 겨자, 허브 등의 향신료,

식초,레몬즙등을 이용하고 소금 1g 대신 다른 양념을 이용한다면

간장은5g, 된장과 고추장은 9g, 케찹은 30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국이나 찌개는 끓인 후 먹기 직전에 간을 합시다.

짠맛의 인지온도는 17~42℃이므로 끓을 때 간을 맞추면 소금 사용량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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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물을 남깁니다.

아무리 싱거운 국물이라도 모두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가 많아집니다.

②소금 함량이 높은 염장식품의 선택을 줄입니다.

김치류, 젓갈류, 장아찌류, 자반 생선류의 먹는 횟수를 줄입니다. 한 끼에

섭취하는 김치에는 약 2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어 세 끼를 모두 먹으면 하루

소금 목표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③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외식 섭취를 줄입니다.

라면, 즉석식품, 햄버거, 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미료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④나트륨 함량이 적은 양념 재료를 사용합니다.*

소금 대신 마늘, 참깨, 고추냉이, 생강, 겨자, 허브 등의 향신료,

식초,레몬즙등을 이용하고 소금 1g 대신 다른 양념을 이용한다면

간장은5g, 된장과 고추장은 9g, 케찹은 30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국이나 찌개는 끓인 후 먹기 직전에 간을 합시다.

짠맛의 인지온도는 17~42℃이므로 끓을 때 간을 맞추면 소금 사용량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요령

* 소금 1g에 해당하는 양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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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물을 남깁니다.

아무리 싱거운 국물이라도 모두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가 많아집니다.

②소금 함량이 높은 염장식품의 선택을 줄입니다.

김치류, 젓갈류, 장아찌류, 자반 생선류의 먹는 횟수를 줄입니다. 한 끼에

섭취하는 김치에는 약 2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어 세 끼를 모두 먹으면 하루

소금 목표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③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외식 섭취를 줄입니다.

라면, 즉석식품, 햄버거, 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미료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④나트륨 함량이 적은 양념 재료를 사용합니다.*

소금 대신 마늘, 참깨, 고추냉이, 생강, 겨자, 허브 등의 향신료,

식초, 레몬즙 등을 이용하고 소금 1g 대신 다른 양념을 이용한다면

진간장 5g, 된장과 고추장은 10g, 케찹은 30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국이나 찌개는 끓인 후 먹기 직전에 간을 합시다.

짠맛의 인지온도는 17~42℃이므로 끓을 때 간을 맞추면 소금 사용량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요령

소금1g (1/2 작은술) 진간장5g (1 작은술) 된장,고추장10g (2/3 작은술) 토마토케찹30g (2 큰술) 마요네즈40g (2.5 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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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물을 남깁니다.

아무리 싱거운 국물이라도 모두 먹을 경우 나트륨 섭취가 많아집니다.

②소금 함량이 높은 염장식품의 선택을 줄입니다.

김치류, 젓갈류, 장아찌류, 자반 생선류의 먹는 횟수를 줄입니다. 한 끼에

섭취하는 김치에는 약 2g 이상의 소금이 들어있어 세 끼를 모두 먹으면 하루

소금 목표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③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외식 섭취를 줄입니다.

라면, 즉석식품, 햄버거, 피자 등의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조미료에는 많은 양의

나트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④나트륨 함량이 적은 양념 재료를 사용합니다.*

소금 대신 마늘, 참깨, 고추냉이, 생강, 겨자, 허브 등의 향신료,

식초,레몬즙등을 이용하고 소금 1g 대신 다른 양념을 이용한다면

간장은5g, 된장과 고추장은 9g, 케찹은 30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국이나 찌개는 끓인 후 먹기 직전에 간을 합시다.

짠맛의 인지온도는 17~42℃이므로 끓을 때 간을 맞추면 소금 사용량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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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젓갈류, 장아찌류, 자반 생선류의 먹는 횟수를 줄입니다. 한 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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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대신 마늘, 참깨, 고추냉이, 생강, 겨자, 허브 등의 향신료,

식초,레몬즙등을 이용하고 소금 1g 대신 다른 양념을 이용한다면

간장은5g, 된장과 고추장은 9g, 케찹은 30g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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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요령

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지방은?

포화지방산

●  혈중 LDL(나쁜) 콜레스테롤 상승의 주요 원인

●  보통 상온에서 고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  함유 식품 :  육류의 기름부위, 갈비, 햄, 베이컨, 유제품, 가공기름(팜유,

코코넛), 버터, 쇼트닝, 크림, 치즈, 마요네즈, 라면, 커피 프림 등

다가불포화지방산(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  혈중 LDL(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감소, 항혈전 효과

●  함유 식품 :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등

●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  총지방은 에너지의 15~25% 정도, 포화지방은 에너지의 7% 이내

●  고지방식품은 주 1회 이하로 섭취하고 저지방식품을 선택합니다.

●  하루 한 끼 정도는 콩, 두부 같은 식물성식품 섭취가 필요합니다.

지방의 분류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단일불포화지방산 다가불포화지방산

지방, 콜레스테롤, 당분 섭취 줄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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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 비타민 D, 담즙 등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

●  인체 내 콜레스테롤의 20~25%는 음식섭취로, 75~80%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동맥경화를 일으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  콜레스테롤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달걀노른자, 새우 등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  하루 200mg 이내로 섭취합니다.

●  하루 3끼 모두 고기, 생선으로 섭취하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므로, 

하루 1-2회는 콩, 두부 등 식물성식품을 이용합니다.

● 계란노른자, 간, 새우, 오징어 등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 1주일에 1회 이하

 고기류, 조개, 패류 등 : 1주일에 3~4회

 계란흰자, 식물성기름, 견과류 등 : 1주일에 5회 이상

높은 식품
1주에 1회 이하 보통 식품

1주에 3~4회

적은 식품
1주에 5회 이상

콜레스테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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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막을 형성하고 호르몬, 비타민 D, 담즙 등을 생성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

●  인체 내 콜레스테롤의 20~25%는 음식섭취로, 75~80%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집니다.

●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동맥경화를 일으켜 심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  콜레스테롤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

-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 

-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달걀노른자, 새우 등

얼마나 먹을 수 있나요?

●  하루 200mg 이내로 섭취합니다.

●  하루 3끼 모두 고기, 생선으로 섭취하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므로, 

하루 1-2회는 콩, 두부 등 식물성식품을 이용합니다.

● 계란노른자, 간, 새우, 오징어 등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 1주일에 1회 이하

 고기류, 조개, 패류 등 : 1주일에 3~4회

 계란흰자, 식물성기름, 견과류 등 : 1주일에 5회 이상

높은 식품
1주에 1회 이하 보통 식품

1주에 3~4회

적은 식품
1주에 5회 이상

콜레스테롤은?

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식품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함량, 포화지방산과의 CS지수

※  CS지수 (cholesterol-saturated fat index) : 식품 중의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종합하여 만든 지수.
지수가 높을수록 혈청 콜레스테롤이 상승

식 품 1회 섭취량 열량(kcal) 지방(g) 콜레스테롤(mg) CS지수

갈비

삼겹살

뱀장어

계란

간

오징어

새우

라면

소시지

햄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도넛

초콜릿

200g	(2대)

200g	(1인분)

70g	(1토막)

50g	(1개)	

50g	

50g	

50g	(작은	1접시)

120g	(1개)	

50g	(1개)

40g	(큰	것	1쪽)

180g	(1팩)

20g	(1개)

100g	(1개)	

100g	(1개)	

50g	

500

550

150

77

62

50

45

460

150

100

135

62

210

420

200

50

70

16

6

2

1

0.5

17

11

7

5

5

10

22

21

110

120

170

235

120

150

65

0

30

20

20

16

32

100

8

32

28

15

14

15

9

4

9

7

4

4

4

9

11

11

자료원 : 식생활정보센터(www.dietnet.or.kr)

①고지방식품과 고콜레스테롤 식품은 모두 주 1회 이하로 제한합니다.

②  동물성식품에는 소량이라도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한 끼 이상은 식물성식품인 콩, 두부로 대체합니다.

③육류의 껍질, 비계 등 눈에 보이는 지방은 제거합니다.

④튀김보다 구이, 찜, 삶아서 조리하고 국물 위에 뜨는 기름은 떠냅니다.

⑤라면, 과자, 빵, 간식류, 커피 프림 섭취를 줄입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 줄이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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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은 주로 단순당이며 설탕, 꿀, 사탕,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케이크,

초콜릿 등에 단맛이 나는 성분입니다.

●  많이 먹으면 혈중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  소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흡수되는 단순당, 과실즙 형태는 줄이고 하루

식사량에 맞게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냅니다.

●  과다한 음주는 과다한 열량섭취로 이어져 체중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증

가시켜 고중성지방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은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합니다. 

당분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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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은 주로 단순당이며 설탕, 꿀, 사탕,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케이크,

초콜릿 등에 단맛이 나는 성분입니다.

●  많이 먹으면 혈중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  소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흡수되는 단순당, 과실즙 형태는 줄이고 하루

식사량에 맞게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  알코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냅니다.

●  과다한 음주는 과다한 열량섭취로 이어져 체중을 증가시키고, 중성지방을증

가시켜 고중성지방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은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합니다. 

당분

알코올

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칼륨

●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포함된 다량의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나트륨 섭취로 인한 건강문제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  만성신부전, 고칼륨혈증이 있는 환자는 과도한 칼륨섭취 시 부정맥 및

심장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료 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물질(베타카로틴, 비타민 C와 E)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  베타카로틴 : 당근, 시금치, 토마토, 고구마, 브로콜리, 오렌지, 멜론 등

색이 짙은 채소와 과일

- 비타민 C : 고추, 키위, 브로콜리, 감귤류, 딸기 등

- 비타민 E : 콩기름, 올리브유, 옥수수유 같은 식물성 기름, 견과류, 전곡류 

●  비타민과 심혈관질환과의 상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량의 항산화비타민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은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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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푸드, 파이토케미컬

●  파이토케미컬 :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의 식물성 화학물질이며 채소나 

과일이 자외선, 가뭄, 고열, 세균이나 곤충 등 외부환경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물질.

●  주로 색소 또는 향기성분이며 토마토의 붉은색, 오렌지의 주황색, 포도의 

보라색, 키위의 초록색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컬러푸드’의 원천입니다.

●  서로 다른 성분들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 5가지 컬러의 채소나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빨강식품

토마토, 딸기, 수박,
체리, 자두, 붉은 고추,

붉은 피망

주황, 노랑식품

귤, 오렌지, 당근,
호박 등 노랑 혹은

주황색의 과일, 채소

초록식품

녹색채소 및 과일

보라, 검정식품

포도, 블루베리, 가지,
건포도, 복분자, 오디,
검정쌀, 검은깨, 검정콩

등 보라색 열매

흰색식품

마늘, 양파, 생강,
버섯, 바나나, 배,

도라지, 무 등
흰색 과일과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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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푸드, 파이토케미컬

●  파이토케미컬 :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의 식물성 화학물질이며 채소나 

과일이 자외선, 가뭄, 고열, 세균이나 곤충 등 외부환경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어물질.

●  주로 색소 또는 향기성분이며 토마토의 붉은색, 오렌지의 주황색, 포도의 

보라색, 키위의 초록색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컬러푸드’의 원천입니다.

●  서로 다른 성분들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 5가지 컬러의 채소나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빨강식품

토마토, 딸기, 수박,
체리, 자두, 붉은 고추,

붉은 피망

주황, 노랑식품

귤, 오렌지, 당근,
호박 등 노랑 혹은

주황색의 과일, 채소

초록식품

녹색채소 및 과일

보라, 검정식품

포도, 블루베리, 가지,
건포도, 복분자, 오디,
검정쌀, 검은깨, 검정콩

등 보라색 열매

흰색식품

마늘, 양파, 생강,
버섯, 바나나, 배,

도라지, 무 등
흰색 과일과 채소

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①  제철식품을 이용하고 껍질째 먹습니다. 껍질에 섬유소와 파이토케미컬 함량이 

높습니다.

②  색상은 선명하고 화려한 것이 좋습니다. 색상이 진한 것이 파이토케미컬 

함량이 높습니다.

③  식사를 할 때 서로 다른 색을 가진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다른 성분들을 섭취하기 위해서 하루에 5가지 컬러의 채소나 과일 섭취를 

권장합니다.

④  하루에 서너 가지의 과일이나 채소를 작은 접시에 다섯 접시 이상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약 350g 정도를 먹으면 암이나 다른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⑤ 구입 후 바로 먹고 조리나 보관은 짧은 시간 동안 하도록 합니다.

채소와 과일 올바로 섭취하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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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밥 1그릇(210g) <실물크기        1cm×1cm>

03 눈대중으로 보는 식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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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1그릇(210g) <실물크기        1cm×1cm>

03 눈대중으로 보는 식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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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1개(140g)

인절미 3개(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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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1개(140g)

인절미 3개(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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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1개(140g)

인절미 3개(50g)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감자 1개(140g)

인절미 3개(50g)

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고기 1토막(40g)

생선 1토막(50g)

26  27심장병 예방을 위한 5가지 식사습관

고기 1토막(40g)

생선 1토막(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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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콩 2큰술(20g)

두부 1토막(80g)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검정콩 2큰술(20g)

두부 1토막(80g)



경북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검정콩 2큰술(20g)

두부 1토막(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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