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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유병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사증

후군의 영향은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고혈압과 고혈당으로 구성된 각 위험인자의 

임상양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임상양상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식이를 포함한 환경요인의 노출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의 관계를 다

룬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당질영양-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 식이섬유소, 혈당지수, 당부하지수-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관련성

을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의 분석 대상은 강화스터디의 2005년 추적조사

에 참여한 남자 122명, 여자 147명이며, 식품섭취빈도조사도구로 일상적인 식이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대사증후군 구성요소로 허리둘레, 혈중 중성지방, HDL콜

레스테롤, 혈압과 공복혈당의 분포를 활용하여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저HDL

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 고혈당을 정의하였다.  

남자의 경우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과 당부하지수가 높은 군에서 복부

비만 유병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으며(각각 교차비 0.12; 95% 신뢰구간 0.01~ 

0.97, 0.10; 0.01~0.73), 식이섬유소 섭취가 많은 군에서 고혈당 유병위험이 유의

하게 낮았다(0.12; 0.03~0.46).  여자의 경우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이 높

은 군에서 고중성지방혈증 유병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4.91; 1.08~22.31), 혈

당지수가 높은 군에서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0.24; 

0.08~0.86).  남녀 모두 혼란변수를 통제한 후 식이섬유소 섭취가 많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당질의 급원식품 중 음료류 섭취가 많은 여자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의 위험 개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과일 섭취가 많은 남자의 경우 대사증

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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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우리나라 건강한 초기 성인에서도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및 대사

증후군은 관련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러한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추후 연구와 단면설계가 아닌 코호트 연구에 의

한 결과 제시가 필요하다.  

핵심단어 : 대사증후군, 복부비만, 이상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당질, 당부하지수, 

혈당지수, 식이섬유소, 초기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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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배경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의 변동 추이를 보면, 순환

기계통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995년 인구 10만명당 138.6명에서 2005년  

116.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순환기계통질환은 전체 사망의 23.0%, 당

뇨는 4.8%를 차지하며, 매일 155명과 32명이 각각 순환기계통질환과 당뇨로 사

망하고 있다(통계청, 2006).  또한 순환기계통질환과 당뇨로 인한 질병부담은 암

(인구 10만명당 1,525명)에 이어 각각 인구 10만명당 1,492명, 970명으로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보건복지부, 2005).

이러한 질환의 위험인자들은 한 개인 내에서 여러 개가 동시에 수반되는 경향

을 보이며, 심장혈관질환과 당뇨의 발생 및 사망위험은 위험인자가 단독으로 존재

할 때보다 군집되어 있는 경우에 가중된다(박혜순 등, 1998; Hunt 등, 2004; 

Lorenzo 등, 2007).  이상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및 비만 등 대사성 위험인자가 

한 개인에서 동시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은 X증후군(Reaven, 1993), 죽음의 4중주

(Kaplan, 1989),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DeFronzo 등, 1991), 고중성지방혈증성 

허리(Lemieux 등, 2000) 등 여러 이름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 중 대사증후군의 

발생 기전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는 연구자들은 이를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이라 명하였다(Balkau, 1999).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만으로 대사

증후군을 설명할 수 없고 과도한 복부 지방이 대사증후군의 병리 기전에 더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목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를 대사증후군으로 통칭하

기를 권고한 바 있다(Alberti 등, 1998).  최근에는 만성 염증 상태나 혈액 응고 

장애 등의 변화도 대사증후군의 위험인자로 보고 되면서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단

일 위험인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위험인자들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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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Grundy 등, 2005).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유병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 20세 

이상 성인의 23.7%(Ford 등, 2002), 홍콩 거주 중국인의 21.2%(Thomas 등, 

2005)가 대사증후군에 속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근거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998년 22.5%에서 2001년 24.1%로 증가하였다(임 

등, 2005).  아직까지 확정된 진단기준이 없는 대사증후군은 각 연구자에 따라 다

양한 정의(Alberti 등, 1998; Balkau B, 1999; NCEP-ATPⅢ, 2002; Einhorn 

등, 2003)에 근거한 유병률이 보고 되고 있으며, 대사성 위험요인인 복부비만 ․ 고
중성지방혈증 ․ 저HDL콜레스테롤혈증 ․ 고혈압 및 고혈당 중 3개 이상의 위험인

자를 가지고 있으면 대사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이 때 각 구성요소의 임상 양상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과 식이를 포함한 환경요인의 노출정도 등에 따라 상이하여

(Grundy 등, 2005) 인종, 연령 및 성별 차이를 보이며(Ford 등, 2002; 박혜순 등, 

2003; Smith 등, 2005),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심장혈관질환이나 당뇨의 위험 규

모는 그 구성요소의 임상 양상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사증후군의 환경 위험요인으로서의 식이는 비만, 혈중 지질 및 당 대사, 혈

압을 비롯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등 여러 생물학적 기전에 개입하여 만성질환의 

발생에 관여한다(Willett, 1998).  따라서 심장혈관질환의 위험요인 중 특히, 혈중 

지질 농도와 혈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과일, 채소, 저지방유제품 섭취를 

강조하고 총 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하는 고당질식사-흔히 

DASH(Dietary Approaches to Stop Hypertension) diet으로 불리는-에 대한 효

과를 연구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다(Appel 등, 1997; Sacks 등, 2001; 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05).  그러나 고당질식사가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증가시키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떨어뜨려(Jeppesen 등, 1995; Appel 

등, 2005) 심혈관질환의 위험 증가와 연관된다(McGee 등, 1984; Liu 등, 2000)

는 보고로 인하여 고당질식사 권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Willett, 2000).  

우리나라의 당질 섭취량과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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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당질의 에너지 적정비율 또한 55~70%로 미국과 캐나다의 45~65%에 비해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다(한국영양학회, 2005).  이와 같은 에너지 적정 섭취 범위에 

대한 서구와의 차이는 당질의 내성에 인종적인 차이가 있으며, 농경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민족일 경우 고당질식사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한국

영양학회,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총 당질 섭취와 대사증후군은 무관하나(McKeown 등, 

2004), 과일과 채소 및 전곡류 섭취는 대사증후군과 음의 관련이 있고(Yoo 등, 

2004; Esmaillzadeh 등, 2006; Sahyoun 등, 2006), 식이섬유소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McKeown 등, 2004), 관상동맥질환(Pereira 등, 2004) 및 

혈압(Streppel 등, 2005)과 음의 관련이 있다.  또한 혈당지수(glycemic index)와 

혈중 지질농도 및 혈당은 무관하다(van Dam, 2000)는 보고와 함께 당부하지수

(glycemic load)는 HDL콜레스테롤과 음의 관련성이, 중성지방과 양의 관련성이 

있어(Liu 등, 200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iu 

등, 2000).  이와 같이 당질의 섭취 총량과 별개로 당질은 그 급원식품과 질적 특

성에 따라 대사증후군 및 이의 구성요소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 및 이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에

서 중년 전후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으며, 식이패턴이 상이한 국내 환경에

서 초기 성인기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고령

집단에 비해 20대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낮은 수준(Ford 등, 2002; 박혜순 

등, 2003; Thomas 등, 2005)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대사증후군이 있으면 

향후 10년 동안의 심장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Framingham Risk 

Score가 낮게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심장혈관질환과 당뇨 발생 위험이 상대

적으로 크다(Grundy 등, 2005; Zarich 등, 2006)고 보고 된 바 있다.  더불어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만성질환의 위험 규모는 그 구성요소

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각 구성요소의 임상 양상은 인종, 연



- 4 -

령 및 성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연구 목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한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당질영양-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 식이섬유소, 혈당지수, 당부하지수-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관

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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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강화스터디의 2005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단면연구 설계로 분석하

였다.  강화스터디는 청소년기의 혈압 변화 양상과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1986

년 당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의 4개 초등학교 1학년생(만 7세) 430명(남학

생 211명, 여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1987년 강화군 소재 8개 초

등학교로 대상을 1차 확대하고, 1992년과 1995년 2차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1223명(남자 586명, 여자 637명)에 대한 자료가 추적 조사되고 있는 코호트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05년 추적조사에 참여한 281명(남자 130명, 여자 151

명, 만 26세) 중  에너지 섭취량이 800~4200Kcal(남자), 500~3500Kcal(여자)의 

범위를 벗어난 12명(남자 8명, 여자 4명)을 제외한 269명(남자 122명, 여자 147

명)이었다.    

 

2. 자료수집

가. 식이조사

일상적인 식이섭취량은 식품섭취빈도조사도구로 측정하였다.  사용된 식품섭

취빈도조사도구는 기 개발되어 타당도와 신뢰도가 보고 된 93개 항목의 식품섭취

빈도조사도구(심지선 등, 2002)에서 설문항목의 일부가 수정된 것이다.  수정된 

식품섭취빈도조사도구는 식품 및 음식으로 구성된 97개 항목에 대한 평균적인 섭

취 빈도(거의 안 먹음~하루 3회)와 1회 섭취 시의 평균 섭취량(기준량을 중심으

로 ½인분, 1인분, 1½인분)의 응답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 회상기간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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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으로 이 기간의 평균적인 식습관에 근거하여 답하도록 하였고, 식사내용에 변

화가 있었다면 변하기 이전의 식습관에 기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지

방 및 지방산의 섭취량을 보다 자세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조리 시 기름 사용 여부

와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 및 생선요리 섭취 시 주요 조리방법(구이 혹은 조림)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섭취량 계산에 활용하였다.  식품섭취빈도조사는 자기기입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원의 검토과정을 거쳐 누락된 항목 등에 

대한 응답을 보완하였다.  

나. 신체 계측 및 혈압 측정 

검진에 앞서 대상자들은 탈의 후 가벼운 차림의 검진복으로 갈아입었다.  신장

은 0.1cm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대상자가 발뒤꿈치를 신장계(SECA-225, Germany) 

수직판에 대고 발바닥은 60°로 벌인 후 발뒤꿈치 이외에 엉덩이, 등과 머리의 뒷

부분을 신장계 수직판에 붙인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체중은 디지털 체중계

(GL-60000-20, Korea)의 영점을 확인하고 계기판의 숫자가 고정된 시점에서의 

무게를 0.1kg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검진복의 무게는 제외하였다.  측정된 신장과 

체중으로 체질량지수(체중 Kg ÷ 신장 m2)를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대상자의 

측면에서 장골을 촉지하고, 대상자가 숨을 내 쉰 상태에서 촉지한 위치를 바닥과 

수평이 되게 줄자(SECA-200, Germany)로 감은 후 줄자가 피부를 누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0.1cm 단위로 측정하였다.  이 외에 엉덩이와 대퇴부 둘레 및 삼두

근과 견갑하부의 피부두께를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자세

한 설명은 제외한다.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약 5분 간격으로 2번 측

정하였으며 이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다. 생화학적 검사 

공복상태의 혈액과 소변을 채취하여 혈당, 혈청 지질, 간 기능, 일반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등의 임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효소법으로 분석한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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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라. 다른 변수 조사

이 외에 흡연력, 음주력, 운동여부, 출산력, 주관적 건강인식도, 질병의 과거력 

및 가족력(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울혈성심부전, 고지혈증, 관절

염), 약물 복용력과 결혼여부에 관한 정보를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수집하였다.  또

한 기기를 이용하여 체지방분석, 일산화탄소농도 측정, 심초음파, 경동맥초음파 

등의 검사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자세한 언급은 

피한다.

3. 자료처리 

가. 식품 및 영양소 섭취량 계산 

식품 섭취량은 설문항목별로 대상자의 평균 섭취빈도와 섭취량을 곱하여 항목

별 하루 평균 식품 섭취량을 계산한 후 97개 항목에 대한 총합으로 산출하였다.  

영양소 섭취량은 식품 섭취량에 각 식품 100g당 영양소 함량을 고려하여 계산하

였다.  이 때 식품의 영양소 함량 정보는 식품 100g당 23개 영양소(에너지, 단백

질, 지방, 당질, 조섬유, 회분, 칼슘, 인, 철분, 나트륨, 칼륨, 아연, 비타민A, 레티

놀, 베타카로틴,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나이아신, 비타민C, 엽산, 비타민

E, 콜레스테롤)에 대한 함량을 제시한 식품성분표(한국영양학회, 2005)를 활용하

였으며, 이러한 영양소 이외에 최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연구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식이섬유소, 세부지방산, 트랜스지방산에 관한 영양소 함량 정보는 국내 보

고 자료(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연구소, 1995;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

품안전본부, 199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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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농무성의 자료(release 18)를 참고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섭취량 산출

에 활용하였다.  또한 식품군의 섭취량은 농촌진흥청(2001)의 14개 식품군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이중 당질 섭취량의 90%이상을 설명(보건복지부

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하는 곡류, 채소류, 음료류, 과실류, 당류 섭취량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 혈당지수(Glycemic index),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산출 

식품의 혈당지수는 기준식품으로 포도당과 흰 빵에 대한 2개의 값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흰 빵을 기준식품으로 하여 제시한 혈당지수를 계산에 활

용하였다(Foster-Powell, 2002).  당부하지수는 설문항목별로 각 식품을 통하여 

섭취한 평균 당질 함량에 각 식품의 혈당지수를 곱한 후 설문항목의 총합으로 산

출하였으며, 하루 평균 혈당지수는 당부하지수를 하루 평균 당질 섭취 총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당부하지수는 섭취한 당질의 양과 질적인 측면이 체내 혈당 

상승에 미치는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부하지수 200은 흰 빵으로 당질 200g

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에 대한 부담과 같음을 의미한다.  혈당지수는 섭취 식품

의 혈당 상승에 대한 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혈당지수 70은 섭취 식품의 

혈당 상승 정도가 흰 빵에 비해 70% 정도임을 뜻한다.      

다.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사증후군의 구성요소는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혈압과 고혈당의 5가지이다.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과 고혈당은 성별 분포의 75th percentile 이상을 기준으로, 저HDL콜레스

테롤혈증은 성별 분포의 25th percentile 미만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즉, 허리

둘레가 남자 ≥88.6cm, 여자 ≥85.6cm인 경우는 복부비만이 있는 군으로, 남자 

<88.6cm, 여자 <85.6cm 인 경우는 정상군으로 분류하였으며, 고중성지방혈증은 

혈중 중성지방 농도가 남자 ≥128mg/dL, 여자 ≥79mg/dL, 고혈압은 남자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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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기혈압 ≥138mmHg 또는 이완기혈압 ≥77.5mmHg, 여자에서 수축기혈압 ≥

117.5mmHg 또는 이완기혈압 ≥70mmHg, 고혈당은 공복혈당이 남자 ≥

91mg/dL, 여자 ≥87mg/dL,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

가 남자 <45mg/dL, 여자 <52mg/dL인 경우 각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이 있

는 군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는 정상군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방법

통계분석에는 SAS 9.1 version(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활용

하였다.  에너지 섭취량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식이섬유소, 혈당지수, 당부하

지수, 기타 영양소 및 식품군의 섭취량은 잔차모형(Willett과 Stampfer, 1986)을 

이용하여 에너지 보정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이때 에너지 보정은 남녀 별

도로 하였다. 

성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

기 위하여 χ2검정과 t검정을 시행하였다.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첫째, 대사증후

군 구성요소의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평균을 t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흡연력, 음주력, 운동여부, 체질량지수(kg/m2), 총 에너지 섭취량(kcal) 

및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단백질 비율(%)을 보정한 후 당질영양의 3분위별 대사증

후군 구성요소의 기하평균을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Analysis)로 비

교하였다.  셋째, Logistic regression 분석으로 당질영양의 3분위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비와 95%신뢰구간을 제시하고 trend 검정을 시행하였다.  이 때 

위험비는 각 당질영양의 섭취가 가장 적은 군(Tertile 1)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혼

란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Simple logistic regression 분석과 흡연력, 음주력,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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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비만(체질량지수≥25.0kg/m2, <25.0kg/m2)과 총 에너지 섭취량 및 에너지 섭

취에 대한 단백질 비율을 각각 3분위로 범주화하여 보정한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넷째, 성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

수(0, 1, 2, ≥3)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평균 차이를 ANOVA(ANalysis Of 

VAriance)로 비교하였다.  다섯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를 결과변수로 

두고 Proportional odds model을 적용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하였는데, 

각 당질영양 섭취가 가장 적은 군(Tertile 1)을 기준으로 당질영양에 따른 대사증

후군 구성요소 위험 개수의 위험비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고 trend 검정을 시

행하였다.  이 때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분석은 각 당질영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모형 1은 흡연력, 음주력, 운동력, 비

만(체질량지수 ≥25.0kg/m2, <25.0kg/m2)과 총 에너지 섭취량(3분위)을 포함하였

고, 모형 2는 모형 1에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단백질 섭취 비율(3분위)을, 모형 3은 

모형 2에 식이섬유소 섭취량(3분위)을 추가하였다.  다만 당질영양 중 식이섬유소 

섭취에 따른 위험비를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형 1에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

질과 포화지방산 섭취 비율을 3분위로 분석하였으며(모형 4), 모형 4에 비타민 C, 

비타민 E, 엽산, 베타카로틴의 섭취량을 각각 3분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질 섭취에 기여하는 주요 식품군의 섭취량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 위험 개수의 위험비와 95%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trend 검정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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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전반적으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에 따른 문제점은 남자에서 보다 많이 발견되

었다.  즉, 남자의 허리둘레가 여자에 비해 두껍고, 혈중 중성지방, 혈압과 공복혈

당은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혈중 HDL콜레스테롤은 여자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으나, 음주율과 흡

연율 및 체질량지수는 남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력, 과거력과 약물 복용력

에 따른 성별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당질 양과 개별 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계

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평균 비교 

남자의 경우 복부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과 

당부하지수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유

의하게 높았다.  여자에서는 복부비만 유부에 따른 당질영양의 섭취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군의 비타민A와 엽산 등 일부 미량영양소 섭취량이 복부비

만군보다 유의하게 많았다(Table 2).  고중성지방혈증, 저HDL콜레스테롤혈증 및 

고혈압의 유무에 따른 남녀 영양소 섭취량의 평균 차이는 없었다(Table 3~5).  

남자의 경우 정상군의 식이섬유소, 베타카로틴과 엽산 섭취량이 고혈당군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여자에서는 고혈당 유무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평균 차이가 

없었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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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by gender

N (%), mean±SD

Total

(n=269)

Male

(n=122)

Female

(n=147)
p-value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103 (38.3)  57 (46.7) 46 (31.3) 0.02

  moderate 132 (49.1)  54 (44.3) 78 (53.1)

  not healthy 34 (12.6) 11 ( 9.0) 23 (15.6)

Smoking (yes) 96 (35.7)  77 (63.1)  19 (12.9) <0.01

Drinking (yes) 218 (81.0) 113 (92.6) 105 (71.4) <0.01

Exercise (yes) 72 (26.8)  37 (30.3) 35 (23.8) 0.29

Past historya (yes) 5 ( 1.9)   4 ( 3.3)   1 ( 0.7) 0.18

  Hypertension 4 ( 1.5)   3 ( 2.5)   1 ( 0.7) 0.33

  Diabetes mellitus 1 ( 0.4)   1 ( 0.8)   0 (   0) 0.46

  Arthritis 3 ( 1.1) 2 ( 1.6) 1 ( 0.7) 0.59

Family historyb (yes)

  Hypertension 91 (33.8)  41 (33.6) 50 (34.0) 1.00

  Diabetes mellitus 53 (19.7)  26 (21.3) 27 (18.4) 0.65

  Stroke 19 ( 7.1)   7 ( 5.7) 12 ( 8.2) 0.59

  Myocardial infarction 6 ( 2.2)   3 ( 2.5) 3 ( 2.0) 1.00

  Angina pectoris 12 ( 4.5)   4 ( 3.3) 8 ( 5.4) 0.58

  Hyperlipidemia 12 ( 4.5)   6 ( 4.9) 6 ( 4.1) 0.97

  Arthritis 30 (11.2)  13 (10.7) 17 (11.6) 0.97

Medication for more 3 months 12 ( 4.5)   6 ( 4.9) 6 ( 4.1) 0.97

Height (cm) 166.5±8.2 173.5±5.5 160.6±4.8 <0.01

Weight (Kg) 60.7±11.6 68.5±10.2 54.2±8.1 <0.01

Body mass index (kg/m2) 21.8±3.1 22.7±3.0 21.0±2.9 <0.01

Waist circumference (cm) 82.6±6.7 83.9±6.5 81.5±6.7 <0.01

Triglycerides (mg/dL) 90.9±57.3 115.4±65.6 70.5±39.2 <0.01

HDL-cholesterol (mg/dL) 57.4±12.1 53.3±10.5 60.9±12.3 <0.01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18.4±14.6 127.4±13.2 110.9±11.0 <0.01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69.8±8.5 73.1±8.4 67.0±7.6 <0.01

Fasting plasma glucose (mg/dL) 85.0±6.7 86.9±6.9 83.4±6.1 <0.01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0 69 (25.7) 36 (29.5) 33 (22.5) 0.32

  1 90 (33.5) 35 (28.7) 55 (37.4)

  2 67 (24.9) 29 (23.8) 38 (25.9)

 ≥3 43 (16.0) 22 (18.0) 21 (14.3)

a There is none with past history of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angina 

  pectoris, hyperlipidemia, and congestive heart failure. 
b There is none with family history of congestive heart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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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il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abdominal obesitya

mean±SD

Male (n=122) Female (n=147)

obese

(n=31)

normal

(n=91)
p-value

obese

(n=37)

normal

(n=110)
p-value

Carbohydrate (% of energy) 53.9±6.4 57.7±7.3 0.01 57.3±6.6 58.8±7.1 0.26

Dietary fiber (g) 26.0±1.4 26.1±1.6 0.87 20.7±1.2 21.0±1.9 0.24

Glycemic index 71.0±7.7 73.2±6.4 0.12 71.3±7.8 68.8±7.8 0.09

Glycemic load 206.8±41.8 228.4±37.5 0.01 177.5±28.3 174.4±29.7 0.57

Energy (Kcal) 2337.5±894.0 2162.1±621.5 0.32 1726.8±536.1 1720.9±524.6 0.95

Carbohydrate (g) 294.1±34.9 313.1±38.0 0.02 247.6±25.6 253.6±31.9 0.30

Protein (g) 89.4±12.6 96.4±17.2 0.04 67.3±9.9 68.4±10.4 0.57

Fat (g) 72.6±9.9 66.3±13.3 0.02 51.8±9.4 49.4±10.8 0.23

Cholesterol (mg) 343.6±139.9 311.4±111.5 0.20 255.9±90.4 247.2±101.4 0.64

Vitamin A (R.E) 1045.9±558.3 1218.4±925.3 0.22 735.4±287.8 874.0±514.2 0.04

   Retinol (ug) 231.3±116.6 238.4±192.8 0.81 189.2±87.9 176.2±87.8 0.44

   β-carotene (ug) 4435.5±2738.1 5403.9±5116.0 0.19 2693.9±1569.7 3792.7±2938.1 0.03

Vitamin C (mg) 142.3±72.0 151.9±73.1 0.53 106.4±57.8 129.8±66.1 0.06

Folic acid (ug) 303.9±141.4 298.3±107.0 0.84 221.8±84.9 258.2±90.7 0.03

Protein (% of energy) 17.0±2.9 15.9±2.2 0.06 15.7±2.2 15.7±2.2 0.90

Fat (% of energy) 29.0±4.1 26.3±5.7 0.01 27.1±5.0 25.5±5.4 0.13

  PUFA (% of energy) 6.2±1.3 5.6±1.5 0.06 6.0±1.5 5.5±1.5 0.06

  MUFA (% of energy) 11.0±2.3 9.8±2.9 0.04 9.9±2.2 9.3±2.4 0.18

  SFA (% of energy) 8.7±1.9 7.9±2.4 0.08 8.1±2.2 7.6±2.2 0.21

PUFA indicates polyunsaturated fatty acid ;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SFA, saturated fatty acid. 
a obese (waist circumference ≥75th percentile; ≥88.6cm in male, ≥85.6cm in female), normal (<75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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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ail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elevated triglyceridesa

mean±SD

Male (n=122) Female (n=147)

elevated 

triglycerides

(n=33)

normal

(n=89)
p-value

elevated 

triglycerides

(n=37)

normal

(n=110)
p-value

Carbohydrate (% of energy) 55.2±7.0 57.3±7.3 0.14 59.0±7.0 58.2±7.0 0.55

Dietary fiber (g) 25.8±1.3 26.1±1.6 0.36 21.0±2.2 20.9±1.6 0.90

Glycemic index 71.2±7.0 73.2±6.6 0.15 68.1±9.9 69.8±7.0 0.33

Glycemic load 214.0±42.5 226.2±38.2 0.13 172.9±31.3 175.9±28.7 0.59

Energy (Kcal) 2380.6±804.3 2142.2±651.8 0.10 1761.4±500.6 1709.3±535.5 0.60

Carbohydrate (g) 302.9±8.7 310.2±37.8 0.35 254.9±31.0 251.1±30.3 0.52

Protein (g) 92.5±5.9 90.6±13.6 0.53 68.7±9.4 67.9±10.6 0.67

Fat (g) 70.4±2.2 67.0±12.9 0.20 48.9±11.2 50.4±10.2 0.46

Cholesterol (mg) 335.4±146.0 313.7±108.5 0.44 249.3±117.3 249.4±92.0 0.99

Vitamin A (R.E) 1072.7±536.8 1212.3±932.0 0.32 839.0±412.3 839.1±490.4 1.00

   Retinol (ug) 246.8±151.6 232.8±185.0 0.70 169.9±75.7 182.7±91.5 0.45

   β-carotene (ug) 4455.3±2914.4 5418.3±5121.4 0.20 3596.5±2336.2 3579.9±2796.1 0.97

Vitamin C (mg) 147.5±67.5 143.7±74.1 0.80 132.2±77.9 121.1±59.8 0.43

Folic acid (ug) 298.8±134.8 300.0±109.2 0.96 253.9±106.4 247.4±84.8 0.71

Protein (% of energy) 16.5±2.7 16.1±2.4 0.39 15.8±2.1 15.7±2.3 0.88

Fat (% of energy) 28.3±4.9 26.6±5.6 0.11 25.3±5.7 26.1±5.2 0.87

  PUFA (% of energy) 5.9±1.2 5.7±1.5 0.53 5.5±1.6 5.7±1.5 0.49

  MUFA (% of energy) 10.6±2.7 10.0±2.8 0.31 9.0±2.5 9.6±2.4 0.17

  SFA (% of energy) 8.6±2.4 7.9±2.3 0.16 7.5±2.4 7.8±2.1 0.42

PUFA indicates polyunsaturated fatty acid ;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SFA, saturated fatty acid. 
a elevated triglycerides (triglycerides ≥75th percentile; ≥128mg/dL in male, ≥79mg/dL in female), normal (<75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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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ail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reduced HDL-cholesterola 

mean±SD

Male (n=122) Female (n=147)

reduced 

HDL-cholesterol

(n=26)

normal

(n=96)
p-value

reduced 

HDL-cholesterol

(n=34)

normal

(n=113)
p-value

Carbohydrate (% of energy) 56.2±6.7 56.9±7.5 0.68 59.7±6.5 58.0±7.1 0.21

Dietary fiber (g) 26.5±2.0 25.9±1.3 0.21 21.1±2.2 20.9±1.6 0.64

Glycemic index 71.4±8.0 73.0±6.4 0.30 66.7±10.1 70.2±6.8 0.06

Glycemic load 220.3±41.7 223.6±39.2 0.71 173.9±34.8 175.6±27.6 0.77

Energy (Kcal) 2406.6±762.1 2152.5±677.6 0.10 1796.7±400.4 1700.1±557.5 0.27

Carbohydrate (g) 310.7±39.3 307.6±37.8 0.71 259.4±27.8 249.9±30.9 0.11

Protein (g) 92.3±16.4 90.8±13.7 0.64 67.2±10.5 68.3±10.3 0.59

Fat (g) 67.1±11.7 68.1±13.1 0.73 47.9±10.1 50.6±10.5 0.18

Cholesterol (mg) 331.9±174.6 316.3±100.7 0.67 253.6±125.0 248.1±89.7 0.81

Vitamin A (R.E) 1198.5±723.9 1168.1±882.4 0.87 915.7±633.6 816.1±409.9 0.39

   Retinol (ug) 197.8±86.9 247.1±192.3 0.06 169.1±80.1 182.6±90.0 0.43

   β-carotene (ug) 5411.1±3665.2 5089.2±4882.1 0.76 4124.1±3473.0 3421.6±2386.2 0.28

Vitamin C (mg) 163.1±86.7 139.7±67.3 0.14 127.0±72.8 122.9±62.4 0.75

Folic acid (ug) 327.3±159.3 292.2±101.1 0.29 261.5±95.5 245.3±88.9 0.36

Protein (% of energy) 16.7±2.6 16.1±2.4 0.29 15.5±2.2 15.8±2.2 0.53

Fat (% of energy) 27.1±4.7 27.0±5.6 0.94 24.8±5.2 26.2±5.4 0.17

  PUFA (% of energy) 5.7±1.3 5.8±1.5 0.77 5.5±1.4 5.6±1.6 0.71

  MUFA (% of energy) 10.0±2.3 10.2±2.9 0.75 9.0±2.4 9.6±2.4 0.22

  SFA (% of energy) 8.1±1.9 8.1±2.4 0.98 7.3±2.4 7.9±2.1 0.23

PUFA indicates polyunsaturated fatty acid ;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SFA, saturated fatty acid. 
a reduced HDL-cholesterol (HDL-cholesterol <25th percentile; <45mg/dL in male, <52mg/dL in female), normal (≥25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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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ail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elevated blood pressurea

mean±SD

Male (n=122) Female (n=147)

elevated 

blood pressure

(n=43)

normal

(n=79)
p-value

elevated 

blood pressure

(n=50)

normal

(n=97)
p-value

Carbohydrate (% of energy) 55.2±7.1 57.6±7.3 0.09 59.4±7.0 57.9±6.9 0.22

Dietary fiber (g) 26.0±1.3 26.1±1.6 0.70 21.0±1.9 20.9±1.6 0.76

Glycemic index 72.8±5.3 72.6±7.5 0.83 70.6±7.0 68.8±8.2 0.19

Glycemic load 218.0±37.2 225.5±40.8 0.32 181.0±27.2 172.2±30.0 0.09

Energy (Kcal) 2314.5±750.5 2148.0±670.1 0.21 1696.8±509.9 1735.6±535.8 0.67

Carbohydrate (g) 301.7±38.2 311.8±37.6 0.16 256.8±30.3 249.6±30.4 0.18

Protein (g) 92.5±13.4 90.4±14.7 0.43 66.0±9.8 69.2±10.4 0.07

Fat (g) 70.2±12.5 66.6±12.8 0.14 48.8±11.0 50.6±10.2 0.33

Cholesterol (mg) 316.2±125.1 321.5±117.2 0.82 251.4±118.2 248.3±87.4 0.87

Vitamin A (R.E) 1060.9±559.7 1236.4±967.9 0.21 798.0±321.7 860.3±531.6 0.38

   Retinol (ug) 250.5±219.8 229.0±148.1 0.57 170.8±74.4 183.9±93.9 0.39

   β-carotene (ug) 4447.0±2164.7 5544.7±5514.4 0.12 3357.9±1770.2 3700.7±3046.9 0.39

Vitamin C (mg) 139.8±61.1 147.4±77.7 0.58 121.6±48.6 125.0±71.8 0.73

Folic acid (ug) 301.8±127.1 298.5±110.5 0.88 250.9±105.3 248.0±82.2 0.87

Protein (% of energy) 16.6±2.3 16.0±2.5 0.24 15.3±2.3 16.0±2.2 0.07

Fat (% of energy) 28.2±5.3 26.4±5.4 0.08 25.4±5.5 26.2±5.2 0.40

  PUFA (% of energy) 6.0±1.5 5.7±1.4 0.27 5.6±1.6 5.6±1.5 0.75

  MUFA (% of energy) 10.7±2.9 9.8±2.7 0.10 9.0±2.2 9.7±2.5 0.08

  SFA (% of energy) 8.6±2.4 7.8±2.3 0.06 7.2±2.0 8.0±2.3 0.05

PUFA indicates polyunsaturated fatty acid ;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SFA, saturated fatty acid. 
a elevated blood pressure (≥75th percentile; SBP ≥138mmHg or DBP ≥77.5mmHg in male, 

  SBP ≥117.5mmHg or DBP ≥70mmHg in female), normal (<75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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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ail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elevated fasting glucosea

mean±SD

Male (n=122) Female (n=147)

elevated 

fasting glucose

(n=38)

normal

(n=84)
p-value

elevated

fasting glucose

(n=45)

normal

(n=102)
p-value

Carbohydrate (% of energy) 55.6±7.4 57.3±7.2 0.25 57.2±6.7 58.9±7.0 0.19

Dietary fiber (g) 25.7±1.2 26.2±1.6 0.04 21.0±1.8 20.9±1.7 0.88

Glycemic index 72.7±6.3 72.6±7.0 0.99 69.8±8.1 69.2±7.7 0.68

Glycemic load 218.9±39.5 224.7±39.8 0.46 173.8±32.2 175.8±28.0 0.71

Energy (Kcal) 2153.4±596.7 2230.8±745.5 0.57 1735.0±476.0 1716.8±548.3 0.85

Carbohydrate (g) 301.8±39.4 311.2±37.1 0.21 248.4±28.8 253.7±31.1 0.33

Protein (g) 91.8±13.2 90.8±14.7 0.74 68.4±9.4 68.0±10.7 0.83

Fat (g) 70.5±13.5 66.7±12.3 0.13 51.4±10.3 49.3±10.5 0.26

Cholesterol (mg) 314.4±80.9 321.9±133.8 0.70 266.1±113.3 242.0±90.9 0.17

Vitamin A (R.E) 1011.6±402.2 1248.3±979.5 0.06 866.7±529.5 826.9±444.3 0.64

   Retinol (ug) 249.9±191.0 230.6±169.8 0.58 186.5±88.5 176.4±87.7 0.52

   β-carotene (ug) 4210.9±2128.6 5586.2±5360.6 0.05 3681.8±2891.8 3541.0±2594.9 0.77

Vitamin C (mg) 133.4±54.6 149.9±78.5 0.18 123.5±60.7 124.0±66.7 0.97

Folic acid (ug) 272.6±78.8 312.0±128.0 0.04 252.0±94.5 247.7±88.9 0.79

Protein (% of energy) 16.3±2.4 16. 2±2.5 0.80 15.9±2.0 15.6±2.3 0.49

Fat (% of energy) 28.1±5.5 26.6±5.4 0.15 26.8±5.2 25.5±5.4 0.15

  PUFA (% of energy) 5.9±1.5 5.7±1.4 0.36 6.0±1.4 5.5±1.5 0.06

  MUFA (% of energy) 10.6±3.1 10.0±2.7 0.28 9.7±2.3 9.4±2.4 0.47

  SFA (% of energy) 8.4±2.6 7.9±2.2 0.34 7.7±1.9 7.7±2.3 0.97

PUFA indicates polyunsaturated fatty acid ;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SFA, saturated fatty acid. 
a elevated fasting glucose (fasting glucose ≥75th percentile; ≥91mg/dL in male, ≥87mg/dL in female), normal (<75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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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질영양의 3분위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평균 비교  

남녀 모두 당질영양의 3분위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기하평균의 차이는 없

었다(Table 7). 

다. 당질영양의 3분위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관계

복부비만은 남자의 경우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과 당부하지수가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혼란변수를 보정한 이후에도 동일하였

다(Table 8).  고중성지방혈증은 여자의 경우에만 혼란변수를 보정한 이후의 모형

에서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과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었다(Table 9).  

Table 10은 당질영양에 따른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을 제시한 것으로 여

자의 경우 혈당지수가 높은 군에서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

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당질영양에 따른 고혈압의 위험은 유의한 경향이 없었으

며(Table 11), 남자의 경우 식이섬유소 섭취가 많은 군일수록 고혈당의 위험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12). 

3. 당질 양과 사증후군 구성요소 험 개수의 계

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의 평균 비교 

남자는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가 많은 군에서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과 당부하지수는 보다 낮고 에너지 섭취에 대한 지방 비율이 보다 높았

다(Table 13).  여자에서는 식이섬유소와 베타카로틴의 섭취량이 대사증후군 구

성요소의 위험 개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Tabl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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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variate adjusted geometric means of individual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a

Male (n=122) Female (n=147)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Carbohydrate (% of energy) <54.0(49.7)b 54.0~60.2(57.0) 60.3≤(63.5) <54.8(51.5) 54.8~61.1(58.6) 61.2≤(65.4)
Waist circumference (cm) 84.5 82.6 84.0 82.6 81.8 79.2

Triacylglyceride (mg/dL) 105.4 98.8 101.3 62.1 63.5 66.9

HDL-cholesterol (mg/dL) 54.3 50.7 52.0 63.1 58.7 57.6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3.3 127.7 129.3 109.5 109.8 111.8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3.6 71.9 72.4 67.4 66.1 66.5

Fasting plasma glucose (mg/dL) 87.1 85.5 87.2 82.9 84.5 82.0

Dietary fiber (g) <25.3(24.8) 25.3~26.1(25.7) 26.2≤(27.0) <20.1(19.6) 20.1~21.1(20.6) 21.2≤(22.1)
Waist circumference (cm) 83.6 84.5 82.9 81.6 81.4 80.6

Triacylglyceride (mg/dL) 108.5 105.7 92.1 65.0 60.5 67.0

HDL-cholesterol (mg/dL) 53.1 53.5 50.3 60.2 60.3 58.7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6.9 128.1 125.3 111.0 107.7 122.5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3.8 73.4 70.7 67.3 65.3 67.3

Fasting plasma glucose (mg/dL) 88.4 87.8 83.8 83.2 82.6 83.7

Glycemic index <71.9(67.0) 71.9~75.8(74.4) 75.9≤(78.4) <66.2(62.7) 66.2~73.2(69.6) 73.3≤(77.5)
Waist circumference (cm) 84.4 83.7 82.9 80.2 81.1 82.0

Triacylglyceride (mg/dL) 108.2 96.4 100.9 66.6 66.0 59.9

HDL-cholesterol (mg/dL) 50.4 50.9 55.6 57.1 60.8 61.3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6.2 128.0 126.1 111.7 109.9 109.4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2.4 74.3 71.2 67.6 66.1 66.3

Fasting plasma glucose (mg/dL) 86.8 86.1 86.9 82.9 82.8 83.8

Glycemic load 212.6<(185.1) 212.6~234.6(226.3) 234.7≤(254.6) <164.1(150.7) 164.1~188.0(176.8) 188.1≤(202.2)
Waist circumference (cm) 84.8 83.0 83.2 82.0 81.3 80.3

Triacylglyceride (mg/dL) 116.0 105.9 85.8 64.0 64.3 63.9

HDL-cholesterol (mg/dL) 50.3 50.9 55.6 61.1 58.7 59.3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2.9 129.8 127.8 110.6 110.5 109.9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2.5 74.3 71.1 67.7 66.5 65.7

Fasting plasma glucose (mg/dL) 87.3 86.9 85.6 83.6 83.2 82.7

a Geometric means were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body mass index (kg/m2), total energy intake (Kcal), and % of 

  energy from protein intake (%). b range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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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Prevalence risk of abdominal obesity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Male (n=122) Female (n=147)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Carbohydrate (% of energy) <54.0(49.7)a 54.0~60.2(57.0) 60.3≤(63.5) <54.8(51.5) 54.8~61.1(58.6) 61.2≤(65.4)
  No.b 16/24 9/33 6/34 14/34 15/36 8/40

  Crude OR 1.00 0.41 (0.16,1.08) 0.27 (0.09,0.78)* 1.00 1.01 (0.43,2.41) 0.49 (0.18,1.30)

  Adjusted ORc 1.00 0.28 (0.06,1.39) 0.12 (0.01,0.97)* 1.00 1.02 (0.31,3.32) 0.42 (0.08,2.06)

Dietary Fiber (g) <25.3(24.8) 25.3~26.1(25.7) 26.2≤(27.0) <20.1(19.6) 20.1~21.1(20.6) 21.2≤(22.1)
  No. 10/30 12/29 9/32 12/36 15/35 10/39

  Crude OR 1.00 1.24 (0.47,3.32) 0.84 (0.30,2.36) 1.00 1.29 (0.53,3.13) 0.77 (0.30,2.00)

  Adjusted OR 1.00 0.93 (0.25,3.43) 0.69 (0.18,2.67) 1.00 1.75 (0.58,5.33) 0.57 (0.16,2.00)

Glycemic index <71.9(67.0) 71.9~75.8(74.4) 75.9≤(78.4) <66.2(62.7) 66.2~73.2(69.6) 73.3≤(77.5)
  No. 14/27 8/32 9/32 10/38 10/40 17/32

  Crude OR 1.00 0.48 (0.18,1.32) 0.54 (0.20,1.45) 1.00 0.95 (0.36,2.54) 2.02 (0.81,5.02)

  Adjusted OR 1.00 0.38 (0.10,1.51) 0.74 (0.17,3.18) 1.00 1.18 (0.33,4.18) 3.67 (1.05,12.80)

Glycemic load 212.6<(185.1) 212.6~234.6(226.3) 234.7≤(254.6) <164.1(150.7) 164.1~188.0(176.8) 188.1≤(202.2)
  No. 17/24 9/31 5/36 12/37 13/37 12/36

  Crude OR 1.00 0.41 (0.16,1.08) 0.20 (0.06,0.60)* 1.00 1.08 (0.44,2.68) 1.03 (0.41,2.59)

  Adjusted OR 1.00 0.21 (0.04,1.00) 0.10 (0.01,0.73)* 1.00 2.08 (0.57,7.59) 2.44 (0.59,10.13)

a range (median)
b obese (waist circumference ≥75th percentile; ≥88.6cm in male, ≥85.6cm in female) / normal (<75th percentile)
c Adjusted odds ratio was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 (BMI ≥25.0kg/m2, <25.0kg/m2), total energy intake and % 

 of energy from protein intake (in tertiles).
* p for trend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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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evalence risk of elevated triglycerides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Male (n=122) Female (n=147)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Carbohydrate (% of energy) <54.0(49.7)a 54.0~60.2(57.0) 60.3≤(63.5) <54.8(51.5) 54.8~61.1(58.6) 61.2≤(65.4)
  No.b 13/27 11/31 9/31 13/35 10/41 14/34

  Crude OR 1.00 0.74 (0.28,1.91) 0.60 (0.22,1.63) 1.00 0.66 (0.26,1.68) 1.11 (0.46,2.70)

  Adjusted ORc 1.00 0.97 (0.24,3.84) 1.05 (0.18,6.14) 1.00 1.35 (0.42,4.38) 4.91 (1.08,22.31)*

Dietary Fiber (g) <25.3(24.8) 25.3~26.1(25.7) 26.2≤(27.0) <20.1(19.6) 20.1~21.1(20.6) 21.2≤(22.1)
  No. 14/26 10/31 9/32 14/34 11/39 12/37

  Crude OR 1.00 0.60 (0.23,1.57) 0.52 (0.20,1.40) 1.00 0.69 (0.28,1.71) 0.79 (0.32,1.94)

  Adjusted OR 1.00 0.67 (0.22,2.07) 0.53 (0.16,1.75) 1.00 0.54 (0.20,1.45) 0.57 (0.20,1.59)

Glycemic index <71.9(67.0) 71.9~75.8(74.4) 75.9≤(78.4) <66.2(62.7) 66.2~73.2(69.6) 73.3≤(77.5)
  No. 14/27 10/30 9/32 16/32 9/41 12/37

  Crude OR 1.00 0.64 (0.25,1.69) 0.54 (0.20,1.45) 1.00 0.44 (0.17,1.12) 0.65 (0.27,1.57)

  Adjusted OR 1.00 0.70 (0.21,0.28) 0.47 (0.12,1.82) 1.00 0.44 (0.16,1.24) 0.68 (0.25,1.88)

Glycemic load 212.6<(185.1) 212.6~234.6(226.3) 234.7≤(254.6) <164.1(150.7) 164.1~188.0(176.8) 188.1≤(202.2)
  No. 14/27 11/29 8/33 12/37 12/38 13/35

  Crude OR 1.00 0.73 (0.28,1.89) 0.47 (0.17,1.28) 1.00 0.97 (0.39,2.44) 1.15 (0.46,2.85)

  Adjusted OR 1.00 0.83 (0.23,3.01) 0.53 (0.11,2.60) 1.00 2.45 (0.70,8.59) 3.39 (0.85,13.51)

a range (median)
b elevated triglycerides (triglycerides ≥75th percentile; ≥128mg/dL in male, ≥79mg/dL in female) / normal (<75th percentile)  
c Adjusted odds ratio was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BMI ≥25.0kg/m2, <25.0kg/m2), total energy intake and 

  % of energy from protein intake (in tertiles).
* p for trend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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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Prevalence risk of reduced HDL-cholesterol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Male (n=122) Female (n=147)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Carbohydrate (% of energy) <54.0(49.7)a 54.0~60.2(57.0) 60.3≤(63.5) <54.8(51.5) 54.8~61.1(58.6) 61.2≤(65.4)
  No.b 8/32 10/32 8/32 10/38 10/41 14/34

  Crude OR 1.00 1.25 (0.44,3.58) 1.00 (0.33,2.99) 1.00 0.93 (0.35,2.47) 1.57 (0.62,3.98)

  Adjusted ORc 1.00 3.21 (0.74,13.84) 2.16 (0.35,13.25) 1.00 1.20 (0.35,4.19) 2.47 (0.55,11.12)

Dietary Fiber (g) <25.3(24.8) 25.3~26.1(25.7) 26.2≤(27.0) <20.1(19.6) 20.1~21.1(20.6) 21.2≤(22.1)
  No. 7/33 7/33 12/29 9/39 12/38 13/36

  Crude OR 1.00 0.97 (0.31,3.07) 1.95 (0.68,5.62) 1.00 1.37 (0.52,3.62) 1.57 (0.60,4.10)

  Adjusted OR 1.00 0.91 (0.25,3.35) 2.54 (0.71,9.16) 1.00 1.34 (0.47,3.79) 1.76 (0.60,5.16)

Glycemic index <71.9(67.0) 71.9~75.8(74.4) 75.9≤(78.4) <66.2(62.7) 66.2~73.2(69.6) 73.3≤(77.5)
  No. 9/32 10/30 7/34 16/32 10/40 8/41

  Crude OR 1.00 1.19 (0.42,3.32) 0.73 (0.24,2.20) 1.00 0.50 (0.20,1.25) 0.39 (0.15,1.03)

  Adjusted OR 1.00 1.08 (0.33,3.50) 0.59 (0.15,2.35) 1.00 0.41 (0.15,1.14) 0.24 (0.08,0.86)*

Glycemic load 212.6<(185.1) 212.6~234.6(226.3) 234.7≤(254.6) <164.1(150.7) 164.1~188.0(176.8) 188.1≤(202.2)
  No. 9/32 11/29 6/35 9/40 14/36 11/37

  Crude OR 1.00 1.35 (0.49,3.72) 0.61 (0.20,1.90) 1.00 1.73 (0.67,4.47) 1.32 (0.49,3.55)

  Adjusted OR 1.00 1.57 (0.43,5.70) 0.33 (0.06,1.83) 1.00 1.91 (0.54,6.74) 1.40 (0.34,5.81)

a range (median)
b reduced HDL-cholesterol (HDL-cholesterol <25th percentile; <45mg/dL in male, <52mg/dL in female) / normal (≥25th percentile)  
c Adjusted odds ratio was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BMI ≥25.0kg/m2, <25.0kg/m2), total energy intake and 

  % of energy from protein intake (in tertiles).
* p for trend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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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revalence risk of elevated blood pressure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Male (n=122) Female (n=147)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Carbohydrate (% of energy) <54.0(49.7)a 54.0~60.2(57.0) 60.3≤(63.5) <54.8(51.5) 54.8~61.1(58.6) 61.2≤(65.4)
  No.b 17/23 13/29 13/27 15/33 16/35 19/29

  Crude OR 1.00 0.61 (0.25,1.50) 0.65 (0.26,1.62) 1.00 1.01 (0.43,2.35) 1.44 (0.61,3.34)

  Adjusted ORc 1.00 0.93 (0.29,2.97) 1.37 (0.33,5.77) 1.00 0.73 (0.25,2.13) 0.80 (0.23,2.87)

Dietary Fiber (g) <25.3(24.8) 25.3~26.1(25.7) 26.2≤(27.0) <20.1(19.6) 20.1~21.1(20.6) 21.2≤(22.1)
  No. 14/26 17/24 12/29 18/30 14/36 18/31

  Crude OR 1.00 1.32 (0.54,3.23) 0.77 (0.30,1.96) 1.00 0.65 (0.28,1.52) 0.97 (0.43,2.21)

  Adjusted OR 1.00 1.22 (0.45,3.29) 0.67 (0.24,1.91) 1.00 0.67 (0.27,1.66) 1.23 (0.49,3.06)

Glycemic index <71.9(67.0) 71.9~75.8(74.4) 75.9≤(78.4) <66.2(62.7) 66.2~73.2(69.6) 73.3≤(77.5)
  No. 13/28 19/21 11/30 15/33 17/33 18/31

  Crude OR 1.00 1.95 (0.79,4.81) 0.79 (0.30,2.05) 1.00 1.13 (0.49,2.64) 1.28 (0.55,2.97)

  Adjusted OR 1.00 2.79 (0.99,7.87) 1.23 (0.38,3.94) 1.00 1.17 (0.47,2.93) 1.09 (0.42,2.85)

Glycemic load 212.6<(185.1) 212.6~234.6(226.3) 234.7≤(254.6) <164.1(150.7) 164.1~188.0(176.8) 188.1≤(202.2)
  No. 14/27 16/24 13/28 14/35 18/32 18/30

  Crude OR 1.00 1.29 (0.52,3.17) 0.90 (0.36,2.25) 1.00 1.41 (0.60,3.28) 1.50 (0.64,3.52)

  Adjusted OR 1.00 2.09 (0.67,6.52) 1.65 (0.44,6.15) 1.00 0.94 (0.32,2.79) 0.90 (0.27,2.98)

a range (median)
b elevated blood pressure (≥75th percentile; SBP ≥138mmHg or DBP ≥77.5mmHg in male, SBP ≥117.5mmHg or DBP ≥70mmHg in 

  female) / normal (<75th percentile)  
c Adjusted odds ratio was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BMI ≥25.0kg/m2, <25.0kg/m2), total energy intake and 

  % of energy from protein intake (in ter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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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Prevalence risk of elevated fasting glucose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Male (n=122) Female (n=147)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Carbohydrate (% of energy) <54.0(49.7)a 54.0~60.2(57.0) 60.3≤(63.5) <54.8(51.5) 54.8~61.1(58.6) 61.2≤(65.4)
  No.b 15/25 8/34 15/25 17/31 16/35 12/36

  Crude OR 1.00 0.39 (0.14,1.07) 1.00 (0.40,2.47) 1.00 0.83 (0.36,1.92) 0.61 (0.25,1.47)

  Adjusted ORc 1.00 0.33 (0.09,1.15) 0.59 (0.13,2.56) 1.00 0.63 (0.22,1.77) 0.46 (0.13,1.61)

Dietary Fiber (g) <25.3(24.8) 25.3~26.1(25.7) 26.2≤(27.0) <20.1(19.6) 20.1~21.1(20.6) 21.2≤(22.1)
  No. 16/24 17/24 5/36 17/31 12/38 16/33

  Crude OR 1.00 1.06 (0.44,2.58) 0.21 (0.07,0.65)* 1.00 0.58 (0.24,1.39) 0.88 (0.38,2.05)

  Adjusted OR 1.00 0.77 (0.28,2.09) 0.12 (0.03,0.46)* 1.00 0.49 (0.19,1.24) 0.80 (0.32,1.96)

Glycemic index <71.9(67.0) 71.9~75.8(74.4) 75.9≤(78.4) <66.2(62.7) 66.2~73.2(69.6) 73.3≤(77.5)
  No. 13/28 11/29 14/27 13/35 15/35 17/32

  Crude OR 1.00 0.82 (0.31,2.13) 1.12 (0.44,2.81) 1.00 1.15 (0.48,2.78) 1.43 (0.60,3.40)

  Adjusted OR 1.00 0.86 (0.30,2.46) 1.39 (0.45,4.25) 1.00 1.21 (0.48,3.05) 1.36 (0.53,3.53)

Glycemic load 212.6<(185.1) 212.6~234.6(226.3) 234.7≤(254.6) <164.1(150.7) 164.1~188.0(176.8) 188.1≤(202.2)
  No. 13/28 13/27 12/29 19/30 11/39 15/33

  Crude OR 1.00 1.04 (0.41,2.64) 0.89 (0.35,2.28) 1.00 0.45 (0.18,1.08) 0.72 (0.31,1.66)

  Adjusted OR 1.00 1.12 (0.36,3.44) 0.70 (0.19,2.63) 1.00 0.27 (0.09,0.86) 0.45 (0.13,1.51)

a range (median)
b elevated fasting glucose (fasting glucose ≥75th percentile; ≥91mg/dL in male, ≥87mg/dL in female) / normal (<75th percentile)  
c Adjusted odds ratio was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BMI ≥25.0kg/m2, <25.0kg/m2), total energy intake and 

  % of energy from protein intake (in tertiles).
* p for trend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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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ail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 male

mean±SD

No.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p-value0

(n=36)

1

(n=35)

2

(n=29)

≥3

(n=22)

Carbohydrate (% of energy) 59.2±7.1 57.0±7.5 55.5±6.9 54.1±6.8 0.05

Dietary fiber (g) 26.1±1.6 26.1±1.7 25.9±1.5 25.9±1.3 0.88

Glycemic index 74.1±6.9 72.5±6.9 71.8±6.3 71.6±7.0 0.46

Glycemic load 237.1±40.0 225.5±37.5 212.4±34.3 213.9±44.0 0.05

Energy (Kcal) 2157.0±730.0 2171.6±602.6 2087.3±636.4 2501.1±835.6 0.17

Carbohydrate (g) 321.0±37.4 308.5±35.8 297.6±30.7 300.9±42.8 0.06

Protein (g) 88.2±15.0 89.4±11.3 95.0±13.5 93.7±17.0 0.18

Fat (g) 62.9±12.5 68.7±13.8 71.1±10.5 70.7±12.6 0.03

Cholesterol (mg) 302.5±123.2 314.9±109.0 349.7±87.9 315.3±160.5 0.45

Vitamin A (R.E) 1359.2±1271.7 1133.4±683.2 1113.3±492.0 1018.9±530.2 0.45

   Retinol (ug) 199.1±78.8 277.4±275.8 255.2±142.8 208.5±107.6 0.22

   β-carotene (ug) 6434.6±7273.6 4720.7±3067.4 4670.1±2823.8 4406.8±2417.2 0.27

Vitamin C (mg) 142.9±85.5 144.2±70.4 145.7±60.1 147.3±70.3 1.00

Folic acid (ug) 306.8±24.7 300.1±104.5 286.7±86.1 304.6±154.2 0.91

Protein (% of energy) 15.8±2.3 15.9±2.3 16.6±2.6 17.0±2.7 0.20

Fat (% of energy) 25.0±5.4 27.1±5.8 28.0±5.0 28.9±4.6 0.04

   PUFA (% of energy) 5.6±1.4 5.6±1.6 5.9±1.3 6.2±1.3 0.34

   MUFA (% of energy) 9.3±2.5 10.2±3.2 10.4±2.7 11.0±2.6 0.17

   SFA (% of energy) 7.3±1.9 8.2±2.7 8.4±2.4 8.7±2.0 0.11

PUFA indicates polyunsaturated fatty acid ;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SFA, 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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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Daily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 female

mean±SD

No.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p-value0

(n=36)

1

(n=35)

2

(n=29)

≥3

(n=22)

Carbohydrate (% of energy) 57.0±6.5 59.4±7.4 58.4±7.2 57.8±6.2 0.44

Dietary fiber (g) 21.3±1.4 20.4±1.2 21.3±2.6 21.0±1.3 0.04

Glycemic index 68.6±5.6 70.8±7.7 68.2±9.4 69.2±8.1 0.41

Glycemic load 167.8±23.7 180.9±30.2 174.8±31.7 172.5±29.3 0.22

Energy (Kcal) 1751.4±593.9 1687.4±506.8 1679.4±585.3 1846.4±318.4 0.63

Carbohydrate (g) 244.3±32.4 255.9±0.4 253.9±29.5 250.9±28.8 0.37

Protein (g) 71.3±11.3 66.0±9.7 68.3±10.0 68.2±9.8 0.14

Fat (g) 52.2±10.1 48.9±10.8 49.1±9.8 51.1±11.4 0.46

Cholesterol (mg) 236.6±64.8 249.2±99.4 246.7±89.0 274.9±147.7 0.58

Vitamin A (R.E) 974.0±575.3 713.3±324.6 880.1±549.2 882.5±407.0 0.07

   Retinol (ug) 177.0±99.6 181.2±86.4 185.0±92.6 169.0±64.1 0.92

   β-carotene (ug) 4399.1±3485.5 2836.4±1727.8 3833.8±3018.9 3809.8±2295.4 0.05

Vitamin C (mg) 135.1±65.9 114.4±65.3 126.5±68.4 126.3±54.5 0.53

Folic acid (ug) 271.4±74.8 223.2±78.3 258.8±108.4 263.8±96.6 0.06

Protein (% of energy) 16.3±2.3 15.2±2.1 16.0±2.4 15.6±1.9 0.15

Fat (% of energy) 26.7±4.9 25.3±5.7 25.6±5.2 26.5±5.4 0.62

   PUFA (% of energy) 5.7±1.5 5.4±1.5 5.5±1.7 6.2±1.3 0.25

   MUFA (% of energy) 10.1±2.3 9.3±2.5 9.3±2.5 9.4±2.1 0.37

   SFA (% of energy) 8.3±2.1 7.6±2.1 7.6±2.3 7.5±2.1 0.42

PUFA indicates polyunsaturated fatty acid ;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 SFA, saturated fatty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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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질영양의 3분위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위험 개수의 관계

남자의 경우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았을 때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과 

당부하지수가 높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가 증가할 위험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나(각각 p for trend<0.1, <0.05), 혼란변수를 보정하면 이러

한 관계는 사라진다.  남녀 모두 혼란변수를 통제할 경우 식이섬유소 섭취가 많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가 증가할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Table 15).  

다. 당질 급원식품의 섭취에 따른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위험 개수의 관계

 여자의 경우 곡류 섭취가 많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가 

증가할 위험이 크고, 반대로 채소류 섭취가 많은 군에서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

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음료류 섭취가 많은 군에서는 대사증

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가 증가할 위험은 유의하게 높았다(p for trend<0.05).  

과일류는 남자의 경우 섭취가 많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위험 개수가 

증가할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하지만(p for trend<0.05),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에

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Tabl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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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Prevalence risk of an increasing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95% Confidence Interval)

Male (n=122) Female (n=147)

T1 T2 T3 T1 T2 T3

Carbohydrate (% of energy) 
  Crude 1.00 0.46 (0.21,1.01) 0.50 (0.23,1.10)* 1.00 0.80 (0.39,1.66) 1.00 (0.49,2.05)

  Model 1a 1.00 0.51 (0.22,1.22) 0.76 (0.32,1.85) 1.00 0.70 (0.32,1.51) 1.12 (0.51,2.45)

  Model 2b 1.00 0.68 (0.24,1.93) 0.70 (0.20,2.47) 1.00 0.85 (0.35,2.06) 1.40 (0.49,4.03)

  Model 3c 1.00 0.88 (0.30,2.60) 1.09 (0.28,4.20) 1.00 0.89 (0.36,2.19) 1.45 (0.50,4.19)

Dietary fiber (g) 
  Crude 1.00 1.10 (0.51,2.38) 0.53 (0.24,1.17) 1.00 0.80 (0.40,1.60) 0.91 (0.43,1.89)

  Model 1 1.00 0.98 (0.43,2.25) 0.43 (0.18,1.02)* 1.00 0.74 (0.36,1.51) 0.86 (0.40,1.82)

  Model 4d 1.00 1.06 (0.46,2.48) 0.49 (0.20,1.17) 1.00 0.69 (0.32,1.46) 0.60 (0.27,1.34)

  Model 5e 1.00 0.82 (0.28,2.41) 0.26 (0.05,1.43) 1.00 0.58 (0.23,1.50) 0.34 (0.09,1.29)

Glycemic index
  Crude 1.00 0.87 (0.40,1.89) 0.50 (0.22,1.10)* 1.00 0.58 (0.28,1.22) 0.89 (0.44,1.81)

  Model 1 1.00 1.12 (0.49,2.56) 0.84 (0.32,1.72) 1.00 0.55 (0.26,1.20) 0.82 (0.38,1.76)

  Model 2 1.00 1.17 (0.50,2.74) 0.78 (0.30,2.01) 1.00 0.56 (0.26,1.23) 0.82 (0.37,1.80)

  Model 3 1.00 0.86 (0.35,2.11) 0.61 (0.23,1.63) 1.00 0.54 (0.25,1.19) 0.76 (0.34,1.73)

Glycemic load
  Crude 1.00 0.76 (0.35,1.66) 0.40 (0.18,0.90)** 1.00 0.82 (0.40,1.70) 1.15 (0.56,2.35)

  Model 1 1.00 0.99 (0.43,2.26) 0.53 (0.23,1.22) 1.00 0.84 (0.40,1.78) 1.19 (0.55,2.58)

  Model 2 1.00 1.02 (0.38,2.71) 0.47 (0.15,1.45) 1.00 1.02 (0.41,2.52) 1.40 (0.53,3.75)

  Model 3 1.00 1.02 (0.38,2.72) 0.47 (0.16,1.45) 1.00 1.07 (0.43,2.68) 1.43 (0.53,3.87)
a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BMI ≥25.0kg/m2, <25.0kg/m2) and total energy intake(in tertiles).
b additionally to model 1, adjusted for % of energy from protein intake(in tertiles).
c additionally to model 2, adjusted for dietary fiber intake(in tertiles).
d additionally to model 1, adjusted for % of energy from saturated fatty acid and carbohydrate intake(in tertiles).
e additionally to model 4, adjusted for vitamin C, vitamin E, folic acid, β-carotene intake(in tertiles).
* p for trend <0.1, ** p for trend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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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Prevalence risk of an increasing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across tertiles of 

          carbohydrate-related food groups

(95% Confidence Interval)

Male (n=122) Female (n=147)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Tertile 1 Tertile 2 Tertile 3

Grains (g) <481.6(348.6)a 481.6~676.7(550.6) 676.8≤(784.0) <485.6(352.0) 485.6~682.7(579.3) 682.8≤(811.9)
  Crude 1.00 0.86 (0.39,1.87) 0.72 (0.33,1.58) 1.00 1.06 (0.52,2.16) 1.29 (0.62,2.69)

  Multivariateb 1.00 0.81 (0.34,1.93) 1.16 (0.46,2.94) 1.00 1.01 (0.47,2.17) 1.31 (0.57,3.01)

Vegetables (g) <292.4(181.8) 292.4~511.1(391.9) 511.2≤(895.9) <296.2(187.6) 296.2~547.9(403.7) 548.0≤(929.9)
  Crude 1.00 0.69 (0.32,1.47) 0.80 (0.36,1.76) 1.00 0.96 (0.47,1.95) 0.96 (0.46,2.00)

  Multivariate 1.00 0.60 (0.25,1.43) 0.82 (0.33,1.99) 1.00 0.70 (0.31,1.58) 0.62 (0.27,1.44)

Beverages (g) <19.4(8.7) 19.4~51.3(33.6) 51.4≤(161.8) <20.0(9.2) 20.0~61.7(37.9) 61.8≤(182.1)
  Crude 1.00 0.59 (0.27,1.30) 0.56 (0.26,1.21) 1.00 0.96 (0.47,1.97) 2.27 (1.10,4.68)* 

  Multivariate 1.00 0.52 (0.22,1.26) 0.61 (0.24,1.53) 1.00 1.08 (0.49,2.38) 2.74 (1.16,6.43)*

Fruits (g) <70.2(31.0) 70.2~144.4(98.8) 144.5≤(309.9) <55.9(29.5) 55.9~140.5(93.3) 140.6≤(263.7)
  Crude 1.00 0.54 (0.25,1.18) 0.42 (0.18,0.95)* 1.00 1.21 (0.59,2.45) 1.64 (0.79,3.42)

  Multivariate 1.00 0.74 (0.29,1.90) 0.53 (0.20,1.38) 1.00 0.98 (0.46,2.12) 1.65 (0.74,3.69)

Sugars g) <4.8(3.3) 4.8~8.0(6.5) 8.1≤(15.3) <5.2(7.1) 5.2~11.0(7.1) 11.1≤(17.8)
  Crude 1.00 1.62 (0.74,3.54) 0.80 (0.37,1.75) 1.00 1.40 (0.68,2.87) 1.16 (0.57,2.38)

  Multivariate 1.00 2.57 (1.05,6.33) 1.33 (0.52,3.42) 1.00 1.14 (0.52,2.50) 0.73 (0.32,1.66)
a range(median)
b adjusted for smoking, drinking, exercise, obesity(BMI ≥25.0kg/m2, <25.0kg/m2), total energy intakes(in tertiles), and 

  carbohydrate-related food groups.
* p for trend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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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1. 연구결과에 한 고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연령과 함께 증가하며 대체로 남자의 유병규모가 여자에

서보다 크지만, 50대를 기점으로 여자의 유병률이 남자를 크게 앞지르는 양상을 

보인다(박정식 등, 2002; 박혜순 등 2003;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06).  

최근에 제시된 American Heart Association/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AHA/NHLBI)의 기준(Grundy 등, 2005)에 근거한 본 연구대상자의 대

사증후군 유병률은 5.2%(자료 제시하지 않음)로 이는 Hong Kong Chinese 연구

(25~29세) 3.1%,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25~29세) 6.4%, 국내 안산스터디

(18~29세) 6.9%와 함께 30대 이상의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Song 등, 

2004; Thomas 등, 2005;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06), 아시아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기

존의 보고에서와 같이 미국 NHANES Ⅲ(20~29세) 6.7%와 유사한 수준이다(Ford 

등, 2002; Smith 등, 2005).  

본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에 따른 문제점은 남자에서 보다 많이 발견

되었으며, AHA/NHLBI의 기준에 근거하면 남자에서는 특히 고혈압(44.3%)과 고

중성지방혈증(20.5%)이, 여자에서는 복부비만(61.2%)과 저HDL콜레스테롤혈증

(16.3%)이 주요 위험요인이었다(자료 제시하지 않음).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임

상 양상은 인종에 따른 감수성의 차이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유럽계 백인은 주

로 이상지혈증에 이환될 가능성이 많고 남미인과 미국인에서는 당뇨 발병 소인이 

많으며 아시아인에게는 고혈압이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

(Smith 등, 2005).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임상 양상은 또한 환경위험요인의 노

출 정도, 연령과 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



- 31 -

석한 20세 이상 성인의 결과(임 등, 2005)와 비교하면 본 연구대상자에서는 상대

적으로 복부비만과 고혈압이 좀 더 주요한 대사성 위험요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의하면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은 혼란변수를 보정했을 때 고

중성지방혈증과 양의 관련이 있었으며(여자에서 유의함),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

질 비율과 당부하지수는 혼란변수를 보정했을 때 복부비만과 음의 관련이 있고(남

자에서 유의함)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개수 합이 증가할 위험과 양의 관련이 있

었으나 이러한 관련성은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에 사라졌다.  당질 섭취는 심장혈

관질환과 음의 관련이 있다는 보고(Garcia- Palmieri 등, 1980; McGee 등, 

1984)로 서구에서는 혈중 지질농도와 혈압 개선을 위해 고당질로 구성된 DASH 

diet을 권장하고 있다(Dietar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2005).  그러나 

음의 관련에 관한 결과는 혼란변수의 영향을 보정하지 않은 것으로 혼란변수를 

보정한 추후 연구에 근거하면, 본래 의도와 달리 고당질식사나 당부하지수가 높은 

식사가 실질적으로는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및 LDL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높이고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떨어뜨려(Liu 등, 2001; Amano 등, 2004; 

Slyper 등, 2005; Murakami 등, 2006; Merchant 등, 2007) 오히려 심장혈관질

환의 위험을 높이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심장혈관질환의 위험 관리를 위한 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Liu 등, 2000; Willett, 2000; Ohlson, 2006).  

고당질식사의 심장혈관질환 발생에 대한 위험은 각각 당질, 단백질 및 단일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세 종류의 식사가 혈압과 혈중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OmniHeart trial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Appel 등, 2005).  이에 의하면 고당질식

사에 비해 고단백식사와 단일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혈압 강하와 

혈중 지질 농도 개선 효과가 보다 커서 10년 이내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위험이 감

소하였다.  물론, 이 때 당질을 대체하는 단백질은 특히 기름기 없는 붉은 살코기

의 경우에 제한된다(Hodgson 등, 2006).  한편, 선행연구에 의하면 당질과 비만

의 관련성은 본 연구결과와 달리 당질을 적게 섭취하거나 당부하지수가 낮은 식

사를 했을 때 체중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보고(Nordman 등, 2006)와 함께 당질 

섭취 ․ 혈당지수 ․ 당부하지수는 체중 ․ 체질량지수 ․ 허리둘레와 무관하다(Da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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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Liese 등, 2005; Maki 등, 2007)는 등 아직 논란 중에 있다.  

당질은 그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분류되며, 우리가 섭취하

는 식품에는 당과 함께 식이섬유소, 항산화영양소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각

각 체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Poppitt 등, 2002).  따라서 당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질적 특성 분류를 위한 근거로 혈당지수의 사용이 제안되었으며

(Jenkins, 1981), 혈당 상승에 대한 당질 식품의 질적 특성과 함께 섭취량에 따른 

체내 혈당 상승의 부담을 반영하기 위한 지표로 당부하지수가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대상자에서 혈당지수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 및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은 전반

적인 경향 확인이 어려웠는데, 여자의 경우 혈당지수가 높은 군에서 저HDL콜레

스테롤혈증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  혈당지수와 HDL콜레스테롤은 음의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Frost 등, 1999; Ford와 Liu, 2001; Amano 등, 

2004), 일부 단면조사연구(van Dam 등, 2000)와 폐경 후 여성에 대한 코호트연

구(Liu 등, 2001) 및 임상실험연구(Rizkalla 등, 2004)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 혈당지수와 HDL콜레스테롤의 관계에 대하여 합의된 결론은 없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식이섬유소는 거대영양소의 흡수 지연(Wolk 등, 2004), 인

슐린 민감도 향상(Liese 등, 2005), 혈압 강하(Whelton 등, 2004; Streppel 등, 

2005) 효과가 있고, 총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를 떨어뜨

리며(Anderson 등, 1980; Brown 등, 1999, Bhargava등, 2006), 체질량지수 및 

허리둘레와 음의 관련이 있어(Liese 등, 2005) 대사증후군 및 심장혈관질환의 발

생위험과 사망위험을 낮춘다(Wolk 등, 1999; Carnethon 등, 2004; Pereira 등 

2004).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상자의 경우 혼란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식이섬유

소 섭취가 많은 군에서 고혈당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식이섬유소 섭취와 대

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개수 합은 음의 관련이 있었으나 남녀 모두에서 통계적 유

의성은 없었다.  

식이섬유소는 체내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은 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 33 -

물에 용해되는 성질에 따라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구분되며, 그 특성에 따라 체내 

대사에 관여하는 기전이 다르다.  따라서 총 식이섬유소 섭취량과 대사증후군은 

무관하다(McKeown 등, 2004)는 보고와 함께 식이섬유소의 세부 종류별 체내 영

향을 다룬 연구가 진행되는 한편 식이섬유소의 급원이 되는 식품군과 대사증후군 

및 심장혈관질환의 관련성이 연구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특히 과일과 채소류 섭

취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고(Yoo 등, 2004; Esmaillzadeh 등, 2006), 

씨리얼과 과일 및 전곡류의 섭취가 대사증후군 및 심장혈관질환의 위험을 떨어뜨

린다(Wolk 등, 1999; Pereira 등, 2004; Sahyoun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여

자의 경우 음료 섭취가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개수 합과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

고, 남자의 경우 과일 섭취가 많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개수 합이 증가

할 위험이 낮았다.  

2. 연구방법에 한 고찰  의의

건강한 초기 성인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단면연구 설계로 원인

-결과 관련성 추론이 어려우며, 대상자 수가 작아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연관성 

확인이 어려웠다.  대상자 수에 따른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성별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분포를 활용하여 각 구성요소의 유병위험이 있는 군과 없는 군을 나

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대사증후군의 유병위험 확인을 위하여 연구대상자 

개인별로 유병위험이 있는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개수를 합하여(0, 1, 2, ≥3) 당

질영양과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의 연관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과 관련하

여서는 식생활에 변화가 있었던 대상자에게 이전 식생활에 근거하여 응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의 변화된 식습관이 응답에 반영되었을 수 있으며, 역학연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분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본 

연구대상자의 허리둘레는 국민건강영양조사(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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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보다 두껍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방법

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허리둘레 

측정 시 마지막 늑골의 하단과 장골능선 상단의 중간지점의 둘레를 측정하였고(보

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2006), 본 연구에서는 미국 NHANES에서 사용하는 정

의를 참고하여 장골의 둘레를 측정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넓은 둘레가 계측되었다.  

한편,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25~29세)의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대상자의 

혈중 중성지방과 공복혈당 평균은 다소 낮고, HDL콜레스테롤은 약간 높아 일반 

인구집단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비해 혈중 지질농도 측면에서는 보다 

건강한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이상지혈증에 따른 문제는 보다 낮게 평가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당질의 섭취양상이 서구와는 다른 국내 환경에

서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의 특성을 탐구한 초기 문헌이며, 당질영양의 범위를 혈

당지수와 당부하지수 및 식이섬유소로 확장하여 다루고 있으며, 향후 심장혈관질

환이나 당뇨 발생 예방에 주의해야 할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

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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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건강한 초기 성인기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 본 연구에 의하면, 남자에서는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과 당부하지수가 복부비만과 음의 관련이 있고 식이섬유소 섭취와 고혈당이 

음의 관련이 있었다.  여자에서는 에너지 섭취에 대한 당질 비율이 고중성지방혈

증과 양의 관련이 있고 혈당지수와 저HDL콜레스테롤혈증은 음의 관련이 있었다.  

당질영양과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개수 합의 관계는 남녀 모두 혼란변수를 통제

한 후에도 식이섬유소 섭취가 많은 군에서 대사증후군 구성요소의 개수 합이 증

가할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당질영

양과 대사증후군 및 이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서는 더 많은 대상자를 포함한 추후 연구와 단면설계가 아닌 코호트 연구에 의한 

결과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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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and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early adulthood

Jee Seon S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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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Chung Mo Nam, Ph.D.)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and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particularly in 

young non-Western populations.  

We examined cross-s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including carbohydrate intake, dietary fiber, dietary 

glycemic index (GI), and dietary glycemic load (GL), and components of the 

metabolic syndrome in young free-living Koreans.  The subjects were 122 

men and 147 women who participated in examinations (2005) for the 

Kwangwha Study. Dietary intakes were assessed by a food-frequency 

questionnaire.

In the men, the prevalence of abdominal obesity was significantly lower 

among those in the highest tertiles of carbohydrate intake (odds ratio for 

the highest tertile 0.12; 95% CI 0.01~0.97) and GL (0.10; 0.01~0.73)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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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ment for confounding variables.  Carbohydrate intak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levated triglycerides in the women (4.91; 1.08~22.31).  

GI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reduced HDL-cholesterol in the women 

(0.24; 0.08~0.86), and dietary fiber was inversely associated with elevated 

fasting glucose in the men (0.12; 0.03~0.46).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dietary fiber was inversely related to the risk of an 

increasing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in both the men and 

women, but not significantly.  Among the carbohydrate-containing food 

groups, beverage intake was positively associated in women (2.74; 

1.16~6.43), and fruit intake was negatively associated in men (0.53; 

0.20~1.38) with risk of an increasing number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In summary Carbohydrate-related dietary factors may be associated 

with the risk of developing the metabolic syndrome in young healthy 

Koreans.

 

 Keyword : metabolic syndrome, abdominal obesity, dyslipidemia, 

elevated blood pressure, elevated fasting glucose, carbohydrate intake, 

glycemic index, glycemic load, dietary fiber,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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