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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하고 보건의식행태와 대사증후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재료로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참여한 20세이상 성인 24,469명 중 

건강검진조사를 받았고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식생활조사에 응답

한 7,854명의 조사결과를 활용하 으며, 2001년 미국에서 발표된 제 3차 콜

레스테롤 관리지침(NCEP-ATPⅢ)에서 제시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및 WHO 

아시아/태평양지역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분석하 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20세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NCEP-ATPⅢ 기준에서 

13.3%(남자 10.1%, 여자 16.0%),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준에서 19.8%(남자 

16.7%, 여자 22.4%) 다. 대사증후군 진단항목 중 복부비만, 저 HDL-콜레스

테롤의 유병률은 여자에서, 고중성지방혈증, 공복시고혈당 유병률은 남자에

서 더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 다. 또 대

사증후군 진단항목의 보유경향은 ATPⅢ 진단기준에서 복부비만을 제외한 4

개항목을 남자의 70%이상이, 특히 고중성지방혈증은 95.0%가 보유하 다. 

여자의 70%이상이 저 HDL-콜레스테롤과 고중성지방혈증을 보유하 다. 아

시아/태평양 진단기준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을 남자의 88.0%가, 복부비만 

및 저 HDL-콜레스테롤을 여자의 80%이상이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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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증후군과 보건의식행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한 사람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

았으며, BMI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 고,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남자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았다.

   또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현재 흡연자의 PACK- 

YEAR가 높을수록, 자주 술을 마실수록, 1회 음주량이 많을수록, 과음빈도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았으며, 알코올의존 경향이 있는 경우에서도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최근 1년간 체중이 감소 혹은 증가된 경우에서 유의

한 결과를 보 으며, 체중감소정도가 클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비교

적 높으며 대사증후군의 발생에는 보건의식행태, 특히 음주․흡연․비만․연

령․교육수준 등이 접하게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사

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획 및 치료방침 수립을 위해

서는 우리 나라 대사증후군의 유병에 향을 미치는 진단기준 항목 및 관련

요인의 상호 연관성, 우리나라에 적합한 진단기준 설정 등에 대한 지속적이

고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

Ⅰ.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들어 우리 국민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각종 만성질환이 

주요 사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

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의 순으로, 전

체사망자의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뇨병은 지난 10년간 

11.6%나 증가하 을 뿐만 아니라 사인순위에 있어서도 1992년 7위에서 2002

년 4위로 3단계 상승하 다.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등) 또한 인구 10만

명당 12.5명(’92년)에서 25.2명(’02년)으로 10년 사이에 2배로 증가하 다(통계

청, 2002년 사망원인통계).

   이처럼 암,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원인의 수

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서구화, 인구의 노령화 등으

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서일 등, 1997). 즉, 만성질환은 사회․경제

적 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섭취하는 양은 높아진 반면 이

를 소모하는 활동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짐으로써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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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생활습관이 사망이나 질병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는 1960년

대 Doll & Hill의 흡연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이래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Almameda County에서 

실시한 시계열 연구결과에서는 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건강행위(Health 

Behavior)로 7가지 건강행위 즉, 흡연, 음주, 운동, 체중, 수면, 아침식사, 간

식여부를 제시하 고 추적조사를 통하여 개인의 건강행위와 사망률에 연관

성이 있음을 밝혔다(이순 , 서일 등, 1995).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주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생활습관, 의료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중 가용 보건의료자원의 

90% 이상이 투입되는 ‘의료서비스’는 국민건강에 불과 10% 정도의 향력만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문상식 등 2001).

   Lalonde(1976)는 국민건강에 향을 미치는 상대적 효과를 유전적 요인 

16.7%, 환경적 요인 33.3%, 개인의 생활습관 33.3%, 의료서비스를 16.7%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의 한 연구에서도 건강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생활습관’이 52%를 차지하며, ‘유전적 요인’ 20%,‘환

경적 요인’ 20%, ‘의료서비스’ 8%로 발표(O'Donnell, 1999)되었다.

   이처럼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에 개인의 생활습관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들 질병을 ‘생활습관병(life-style related 

diseases)’이라 하기도 한다(이무송, 2003).

   그 중에서도 허혈성 심장질환을 비롯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이

미 나이, 흡연, 고혈압, 고 LDL-Cholesterol혈증, 저 HDL-Cholesterol혈증, 고

혈당, 비만, 신체적 비활동성, 혈액응고이상 등이 밝혀져 있다(임열리 외, 

2003; Wilson PW 등, 1998; Fluster V,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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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와 같은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들이 한 개인에게 집중

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1988년 Reaven이 

‘Syndrome X'(Reaven GM, 1988)로 명명하 고, 그후로 인슐린저항성증후군, 

plurimetabolic syndrome, dysmetabolic syndrome, deadly quartet 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Defonzo RA 외, 1991; Kaplan NM, 1989; Liese AD 외, 

1997; Groop L 외, 2001), 심혈관질환의 이환율을 증가시키고 또한 이로 인

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정찬희 등, 2002; Isomaa 

B 등 2001; Trevisan M, 1998).

   이처럼 다양하게 명명된 질환군 간에는 구성인자들의 종류와 그 진단기

준이 서로 달라서 질환군에 관한 통계학적 정보나 그에 따른 치료의 접근에 

적지 않은 혼돈이 유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박정식 등, 2002; Bonora E 등, 

1998; Rantala AO, 1999). 

   그러던 중 1998년, WHO에서는 아직 인슐린 저항성이 이 질환 군의 모든 

인자들의 원인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인슐린저항성증후군보다는 

대사증후군으로 명명하 으며, 그 구성인자로 고혈압, 지질대사이상, 비만, 

미세단백뇨증, 당뇨병 또는 내당능장애를 포함하 고 그 기준치를 제시하

다(Alberti KG 등, 1998). 그러나 WHO의 정의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혈청 인슐린을 측정하고 24시간 뇨중 미세단백뇨를 측정해야 하는 등 진단

과정 중의 제한점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 다(박정식 등, 

2002).

   그후 2001년 5월 미국에서 발표한 제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The third 

report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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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Panel Ⅲ, NCEP ATPⅢ)에서 대사증후군을 새롭게 정의하고 임상

지침을 제시하 다(JAMA285, 2001). 즉 NCEP ATPⅢ(이하 ATPⅢ)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의 조절을 제 1목표로 

하고 대사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제 2목표로 강조하 으며, 그 구성인자와 진

단기준을 WHO기준보다 간결하고 엄격하게 하여 제시하 다(박정식 등, 

2002; 임열리 등, 2003; JAMA285, 2001).

   대사증후군은 그 기전이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인자

와 많은 환경적 인자들이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Liese AD 등, 1997; Hong Y 등, 1997).

   그중 흡연은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Cholesterol)을 낮추고 저 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holesterol)과 중성지방을 높여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Mjos OD, 1988; Shimokata H 등, JAMA261, 1989; Lee 

KS 등, 1988), 알코올섭취는 소량의 섭취 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질환의 예방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cchini F 등, 1994; Gaziano JM 등, 1993).

   신체활동의 증가는 체중감소와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에 향을 미치며

(Dyer AR, 1981; Keil U, 1991). 가족력은 대사증후군 인자 중 특히 혈압과 

혈당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Valek J 등, 1997; Hunt KJ, 

2000). 이외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이 유의하게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Wamala SP, 1999).

   국내에서도 최근 대사증후군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999년 

김상욱 등이 WHO 진단기준에 따라 정읍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남자 17.8%, 여자 27.0%의 유병률을 보고한 바 있으며(김상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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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ATPⅢ 의 기준에 따라 2001년 12월에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서울 및 경기지역 거주자 4,341명의 결과를 분석하여 흡연, 음주, 운동, 

가족력, 교육정도 등이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정찬희 등, 2002).

   박정식 등은 2001년 1월~12월까지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20

세 이상 수진자 40,698명의 결과를 분석하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13.1%

(남자 13.2%, 여자 13.1%)로 보고하 으며(박정식 등, 2002), 이외에도 비알코

올성 지방간과 대사증후군의 관계(김용성,2002), CRP와 대사증후군의 상관성

(김신곤, 2002)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대부분 서양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한국인의 여러 보건의식행태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치료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대상군이나 일개 병원 건강검

진자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 기 때문에 전체 인구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제한

점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NCEP-ATPⅢ의 진단기준 중 복부비만에 대한 판

정기준 또한 서양인의 체격조건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국인의 체격조

건이 서양인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단기준의 차이에 따라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98년 전국 표본집단을 대상으

로 실시된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복부비만에 대한 NCEP-ATPⅢ와 아시아․태평양 기준치에 의한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하고 보건의식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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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대사증후군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시행, 효과적 치료프로그램 적용 등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시행하 다.

제 2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에서의 보건의식행태와 대사

증후군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기획 및 효과적 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인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알아본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보건의식행태와 대사증후군 간의 상관관

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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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제 1 절.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당대사 이상, 혈액응

고 이상 등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위험인자가 한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증후군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1988년 Reaven이 ‘Syndrome 

X'(Reaven GM, 1988)로 명명하 다. 

   대사증후군의 명확한 발생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인슐린 저항성이 주

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aven GM, 1988, DeFonzo RA, 1991). 

그런 이유로 인슐린저항성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plurimetabolic 

syndrome, dysmetabolic syndrome, deadly quartet 등으로 불리웠다

(Defonzo RA 외, 1991; Kaplan NM, 1989; Liese AD 외, 1997; Groop L 외, 

2001). 미국 등 서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은 인종․민족, 성별,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유병률이 다르며,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의 사회

적 격차를 설명하는 경로 중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김명희 등, 2003).

   미국의 한 건강관련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다섯명 중 한명이상이 대사

증후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

률이 높아지며, 특히 60~70대에서는 40% 이상이 대사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한다.(The Cleveland Clinic). 대사증후군은 특별한 육체적 증상이 없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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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나면서 의료적 문제로 발전한다. 

   대사증후군에 대한 최근 정의는 2001년 5월 미국에서 발표한 제3차 콜레

스테롤 관리지침(The third report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Expert panel on dete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of high blood 

cholesterol in adults, Adult Treatment Panel Ⅲ, NCEP ATPⅢ)에서 다   

(JAMA285, 2001). 즉 NCEP ATPⅢ(이하 ATPⅢ)에서는 관상동맥질환의 예

방을 위하여 혈중 LDL 콜레스테롤의 조절을 제 1목표로 하고 대사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제 2목표로 강조하 으며, 그 구성인자와 진단기준을 WHO기준

보다 간결하고 엄격하게 하여 제시하 다(박정식 등, 2002; 임열리 등, 2003; 

JAMA285, 2001).

   대사증후군은 비만, 특히 복부비만과 연관이 많으며 혈액내 응고 성향이 

증가하고 흉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심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

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찬희 등, 2002; Isomaa B 등 2001; Trevisan 

M, 1998; 김병성, 2002). 대사증후군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혈중 인

슐린치가 상승하고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며 관상동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이 잘 생기게 된다(김병성, 2002; Karam JH, 1992). 당뇨병이 없고 내당능장

애가 생기기 전이라도 혈중 인슐린치가 높으면 혈압이 높고 중성지방치가 

높으며, HDL-콜레스테롤치가 낮고 대부분 비만한 경우가 많다(김병성, 002).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대사증후군의 발병이 유전적 요인에 식습관, 운동

습관을 포함하는 생활습관이 더해짐으로써 발생한다고 믿고 있다(The 

Cleveland Clinic, 2003). 

   최근에는 지방세포에서 생성되는 면역조절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α와 interleukin(IL)-6 등이 여러 전신적인 급성기 반응물질(acute 



- 9 -

phase reactant)을 자극하고 이로 인한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김신곤 등, 2002; 

Hotamisligil GS 등, 1993; Mohamed-Ali V 등, 1997; Baumann H 등, 1998). 

그러나 이런 면역반응이 단순히 대사증후군에 2차적으로 수반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면역반응 자체가 대사증후군의 발생과 진행에 필수적인 요소인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김신곤 등, 2002).

   흡연은 HDL-Cholesterol을 낮추고 LDL-Cholesterol과 중성지방을 높여 

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며, 알코올섭취는 소량의 섭취 시 인슐린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고 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질환의 예

방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acchini F 등, 1994; Gaziano JM 

등, 1993; JAMA261, 1989; Lee KS 등, 1988).

   신체활동의 증가는 체중감소와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에 향을 미치며

(Dyer AR, 1981; Keil U, 1991). 가족력은 대사증후군 인자 중 특히 혈압과 

혈당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Valek J 등, 1997; Hunt KJ, 

2000). 이외에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이 유의하게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Wamala SP, 1999).

   1. 복부비만

   비만은 체지방량이 정상이상으로 증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하나의 질병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대사이상을 동반하는 여러 질환의 집합체

라 할 수 있다. 비만의 병인은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유전, 대사, 환경, 

정신, 사회경제적 요인, 잘못된 식습관이나 운동부족 같은 개인의 행동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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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보며, 기본적으로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국승래 등, 1997).

   Framingham study에 따르면 비만이 독립적 혹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와 연관되어 간접적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에 의한 급사 및 순환기계질환을 증가시킨다고 한다(국승래 등, 1997; 

Hubert HB 등, 1982). 비만을 임상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

으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

질량지수(BMI)이다.

   그러나 비만은 단순히 총 체지방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체지방의 분포양

상에 따라 임상적 중요성이 다른데, 체지방이 복부의 피하조직 및 내장에 지

나치게 축적된 경우를 복부비만이라고 한다. 복부비만 중에서도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분포에 따라 내장형 비만과 피하형 비만을 구분할 수 있는데 특

히 내장형 비만에서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며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

다(유 천, 2002; PG Kopelman 등, 2001). 

   즉, 복부의 내장지방 조직면적 혹은 피하지방 면적에 대한 내장지방 면적

의 비율은 내당능 장해, 지질농도 증가, 허혈성 심질환 등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Fujioka 등, 1991; Seidell 등 1989; Matsuzawa 등, 1992), 내장지방조

직의 축적은 LDL-콜레스테롤 비율증가와 마찬가지로 HDL-콜레스테롤의 감

소, 고인슐린증, 인슐린저항성 및 내당능장애 등과 같은 대사성 양상의 변화

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김현수, 1999). 내장지방의 축적은 연령이 많아질수

록, 여자보다 남자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며, 여자에서는 폐경 후 급격하게 심

화된다.   

   복부비만의 증가는 또, 고인슐린증을 야기시키고 증가된 인슐린이 신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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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작용하여 소디움과 요산의 재흡수를 증가시키고 요산 제거율을 감소시

키는 등 고요산 혈증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복부지방증

가가 요산의 신배설 저하보다는 요산의 과다생성과 연관이 많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유 천, 2002).

   복부비만은 비만의 큰 범주에 들어가지만 그 진단과 의미는 약간의 차이

가 있다. 전신적 비만과 함께 복부에 체지방이 증가된 경우와 얼굴, 팔, 다리 

등은 체지방이 없어 왜소하지만 복부에만 체지방이 있을 경우 모두를 복부

비만으로 평가하는데, 그 임상적 의미와 건강위험도도 큰 차이가 있다. 비만

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진단방법은 크게 체중 및 신장, 체지방량 측정, 지방

분포 측정 등이 있으나, 복부비만은 지방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유 천, 2002).

   복부비만 진단을 위한 지방분포 측정법으로, 1980년대 초반 허리-넓적다

리 둘레비(waist to thigh diameter)를 이용하 으며(Ashwell M, 1982), 이후 

허리-엉덩이 둘레비(waist- hip ratio)가 등장하 으며(Kissebah AH 등, 

1982), 허리둘레(waist circumference), 피부주름 두께(skinfold thickness), 초

음파(ultrasound), 컴퓨터 단층촬 (computed tomography), 자기공명 상

(magnetic resonance image) 등이 활용되고 있다(유 천, 2002). 

   컴퓨터단층촬 은 복부지방량의 직접 측정과 내장 및 피하지방의 정량화

가 가능하여 복부비만의 진단에 있어 가장 정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

나 방사선 노출의 위험, 비싼 가격, 접근성 등으로 실제 사용에는 제한점이 

있다(이 미 등, 2002; Tokunaga K 등, 1983; Borkah GA 등, 1982); 

Zamboni M,1998).

   최근에는 허리둘레가 내장지방량과 연관성이 높고 측정과 해석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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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진료에서 복부비만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으며, 비만인에서 체중감량 전후의 차이를 비교하는 데 유용한 방

법이라고 보고되고 있다(Molarius A 등, 1998; Taylor RW 등, 1998). 국내의 

연구에서도 허리둘레가 허리-엉덩이둘레비보다 비만의 지표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 한국인에서도 허리둘레 측정이 비만을 예측하는 유용한 방법임을 제시

한 바 있다(한정미 등, 2001).

   한편 허리둘레를 복부비만의 진단기준으로 포함시킨 것은 2001년 5월 발

표된 NCEP-ATPⅢ에서 대사증후군을 정의하고 임상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서부터이다. NCEP-ATPⅢ는 이외에도 각 위험인자의 이상 분별점(cut-off 

value)을 이전보다 낮추었으며, 임상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 다. 즉 미국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은 비만관련 

대사이상의 발생이 '증가'하는 분별점을 남자 94cm, 여자 80cm로, '상당히 

증가‘하는 분별점을 남자 102cm, 여자 88cm로 제시하 으며, WHO에서는 

남자 94cm, 여자 80cm를 복부비만의 기준으로 제시하 으나 모두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근거한 수치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WHO 서태평양지역 회의에서는 잠정적으로 남자 90cm, 여자 80cm를 

아시아인을 위한 기준치로 제시하 으나 이 역시 적절한 기준인지에 대한 

타당도 연구 등이 아직 미비한 실정이어서(김성래, 2003),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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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혈압

   고혈압은 혈압이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고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혈압은 원래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도 혈압을 잴 때의 자세, 측정시

간 및 계절, 운동, 정서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상당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고혈압이라고 하면 항상 높은 상태가 유지될 때를 말한다.

   고혈압에 의해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코피, 혈뇨, 어지럼증, 시야흐림이 나

타날 수 있으며 심부전에 의한 협심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

다. 일단 고혈압이 생기면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경제

적 비용과 삶의 질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고혈압은 원인을 모르는 체질적인 경우가 90%나 되며 이를 본태성 고혈

압이라 한다. 고혈압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즉 부모, 형제, 자

매 중 한사람이라도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50세 

이전에 고혈압이 생길 비교위험도가 2.3이고, 둘 이상이면 3.8이 된다고 하

다(이강숙 등, 1994; Williams RR, 1991). 

   고혈압의 환경적 요인으로 연령, 비만, 알코올, 흡연, 운동부족, 양소 및 

낮은 경제상태와 스트레스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에 대

한 회귀분석에서 비만도와 알코올섭취가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하 다(이

강숙 등, 1994; Elliott 등 1990). 국내의 연구에서도 상대체중이 130% 이상의 

경우 고혈압에 대한 위험도가 2.14배라고 하 고(박완근 등, 1988),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만도가 증가하고 비만도가 증가하면서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

이 증가한다고 하 다(박정일 등,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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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다른 병이 있어 2차적으로 오는 이차성 고혈압이 10% 정도 되는데, 

콩팥이상(신장염)이 원인으로 가장 많으며, 드문 원인으로는 내분비 장애, 순

환기 장애, 중추신경이상, 임신중독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 제

거하면 완치할 수도 있으므로 가족력이 없는 젊은 사람에게서(40세 미만) 혈

압이 높다.

   고혈압은 수축기/이완기 혈압에 따라 판정하게 되는데, 120mmHg 이하

/80mmHg 이하가 정상, 120∼139mmHg/80∼89mmHg이 직전 고혈압, 140 

∼159mmHg/90∼99mmHg이 경증 고혈압, 160∼179mmHg/100∼109mmHg

이 경중증 고혈압, 180mmHg 이상/110mmHg 이상이 중증 고혈압이다(건강

길라잡이). 

   그러나 이와 같은 고혈압의 진단범위는 연구소나 기관에 따라 약간씩 다

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WHO의 진단기준은 수축기 140mmHg미만이고 이

완기 90mmHg미만을 정상혈압, 수축기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 

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정하고 있다.

   심장은 혈액을 온 몸에 보내주는 펌프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다. 높은 혈압을 이겨가며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면 심장에 부담이 와서 심장 

벽이 두터워지고, 심장이 커지고 심부전증이 올 수 있으며, 혈관에는 동맥경

화증이 올 수 있다. 고혈압은 콜레스테롤, 흡연과 함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3대 위험요인이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관상동맥질환을 일으키며 뇌혈관의 동맥경화는 뇌졸중을 일

으킬 수 있다. 혈압을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방치하면 콩팥의 혈관에도 부담

을 주어 콩팥의 전해질, 수분,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저하시켜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 망막의 소동맥에도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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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비만과 과체중이 고혈압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임상적 연구에서 정상혈압이거나 고혈압인 비만환자에서 효과적인 체중의 

감소에 의한 강압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섭취하는 염분의 향을 배제하

고도 나타났었다. Framingham 심장연구에서도 남성 고혈압 환자에서 약 

78%, 여성 고혈압 환자에서 약 65%가 비만과 연관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

며(김성래, 2003), 고혈압이면서 비만인 사람의 수축기혈압은 평균 4.5mmHg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일 등, 2000; Kannel WB, 1993). 

   비만이 고혈압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발생기전으로 전체 혈류량의 증

가, 심장운동 부하의 증가 및 말초혈관의 저항성 증가 등이 있으며,  

Norepinephrine 농도의 증가가 말초혈관 저항 증가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국승래 등, 1997; Messerli FH, 1982). 또 비만에서 고혈압이 유발되는 것은 

비만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인슐린이 많아져서 신장나트륨 저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DeFronzo RA 등, 1979).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혈압이 높고 비만한 고혈압 환자에서는 체중감량

이 혈압강하를 유도한다고 하며(Eliahou HE 등, 1982), 체질량지수가 수축기, 

이완기 혈압과 독립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 고(Koichi H, 1990), 허리-

엉덩이 둘레비가 커질수록 고혈압 등 대사질환의 이환율이 증가한다고 한다

(Gilum RF, 1987).

   복부비만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고인

슐린 혈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여러 대사성 장애와 관련되어 혈압의 상승, 중

성지방의 증가 및 HDL-콜레스테롤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내장형 복부비

만에서 내장지방이 축적되면 혈액 중의 유리지방산 농도가 증가되고, 결국 

혈중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증가,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가 초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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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맥경화 등의 유발요인이 증가하게 된다(유 천, 2002; NMS Wat, 2002; 

SH Jee 등, 2002). 결과적으로 고혈압과 혈청지질의 관계를 관상동맥질환과 

연결시켜 보면 고혈압은 동맥경화증을 가속화시키는 주된 위험요소라 할 수 

있다(김 일 등, 2000; Reaven GM, 1988).

   3. 고지혈증

   고지혈증이란 체내 지질대사에 이상이 생겨 혈중의 지질이 한가지라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혈액 내 총 콜레스테롤이 

높거나(고콜레스테롤혈증),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고중성지방혈증), 또는 두가

지 모두 높은 경우를 말한다(대한 양사협회). 진단기준은 표와 같다(표1).

   콜레스테롤이 관상동맥질환을 비롯한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밝혀지면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정성태 등, 1997; Rakel,     

1990; Rose 등 1980; Martin1986). 콜레스테롤은 HDL-콜레스테롤, LDL-콜레

스테롤 및 VLDL-콜레스테롤로 구분된다. LDL-콜레스테롤과 VLDL -콜레스

테롤은 지방을 세포로 운반시키는 수단으로 알려지고 있다. LDL-콜레스테롤

은 주로 VLDL-콜레스테롤의 대사 후에 변환물질로 생성되며, 혈중 지방질의 

50%를 차지하고 75%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포함된다(Wood 등, 1983).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의 내벽에 작용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HDL-콜레스테

롤은 LDL-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직접적으로 차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LDL-콜레스테롤의 고농도가 계속 유지되면 수용기를 통한 제어가 되지 않고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맥경화가 시작되거나 

촉진된다(정성태 등, 1997; Hiramatsu 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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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고지혈증 진단기준(mg/dl)

총콜레스테롤

       - 정상 : <200           - 약간 높음 : 200~239        - 높음 : ≥240

LDL-콜레스테롤

       - 정상 : <130           - 약간 높음 : 130~159

       - 높음 : 160~189        - 매우 높음 : ≥190

HDL-콜레스테롤

       - 낮음(나쁨) : <40       - 높음(좋음) : ≥60

중성지방

       - 정상 : <150           - 약간 높음 : 150~199

       - 높음 : 200~499        - 매우 높음 : ≥500

   고지혈증의 유발요인으로는 연령, 인종, 성별, 가족력 등의 유전적 요인과 

음주, 흡연, 운동, 식사, 주거, 환경 등 생활습관 및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금희 등, 1999; Lusis,A.J, 1988; Green, M.S 등, 

1985). 특히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는 체중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한국인

에서도 과체중이거나 비만인이 정상체중인보다 혈장 콜레스테롤치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Garcia-Palmieri, M.R. 등, 1972; 이양자 등, 1992; 안향숙, 1993).

   많은 연구에서 알코올 섭취가 혈장지질농도 및 지단백 대사에 향을 미

친다고 보고되었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고음주군이 금주군과 저음주군에 

비하여 혈장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보고가 있

었다(Moor, R.D. 등, 1986; Castelli, W.P. 등, 1977; 이선희 등, 1991).

   흡연은 혈장 내 지질대사의 이상을 초래하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및 진

전에 향을 주는 콜레스테롤혈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

며, 규칙적인 유산소성 운동은 총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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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콜레스테롤혈증 환

자의 치료와 식사요법에 병행할 때 그 효과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황금희 

등, 1999; Craig, W.Y. 등, 1989; Schuler, G.S; 1992).

   4. 고혈당

   당뇨병은 탄수화물의 신진대사 장애로 혈당수치가 높고 소변으로 포도당

이 배설되는 상태로, 인슐린의 생산, 분비 혹은 이용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

한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대부분은 소화액에 의하여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당

으로 분해된다. 포도당은 혈관으로 이동되고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 성장

과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갈 때 인슐린이 있어야 

하며 인슐린은 위 뒷편의 췌장에서 생산된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췌장은 포도당을 혈액에서 세포로 이동시키기 위해 

적당한 양의 인슐린을 자동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당뇨병환자는 췌장이 인슐

린을 (거의) 생산하지 못하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아 포도당이 세

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소변으로 배출된다. 혈액에는 포도당이 

많으나 신체가 이를 이용하지 못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표2. 전혈 포도당 농도(mg/dl)

시간 정상 내당능장애 당뇨병

공    복 109 이하 110~125 126 이상

1 시 간 180 이하 200 이상 200 이상

2 시 간 140 이하 140~199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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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병 진단에 있어 혈당치의 기준은 공복 혈당치 126mg/dl 이상, 식후 

2시간 혈당치 200 mg/dL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또 표준 포도당 부하검사

는 아침 공복시에 혈액을 채취하고 포도당을 75g 경구 투여한 후 1시간, 2시

간의 혈당을 측정한다(대한당뇨병학회). 판정기준은 표와 같다(표2).

   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우리 나라에서도 당뇨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당뇨병 유병률은 1970년에 약 1%미만으로 추정되던 것이 2001년 본인

인지 당뇨병 유병률이 인구 1,000명당 25.65명(남자 26.72명, 여자 25.02명)으

로, 의사진단 당뇨병 유병률이 인구 1,000명 당 25.52명(남자 26.25명, 여자   

24.83명)으로 증가하 다. 연령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40세 이후 유병률이 급  

증하여 60∼6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1).

             

자료: 1) 1995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2)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 / 3) 2001년 {국민건강 양조사}  

그림 1. 당뇨병 의사진단 유병률 추이, 199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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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슐린 의존성 또는 소아 당뇨병이라고도 불리는 제 1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질환으로 발생하는 당뇨병이다. 즉, 외부로부터의 감염과 싸워야 할 우

리 몸의 면역체계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파괴

시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가 저하되어 발생한 당뇨병을 말

한다. 

   왜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베타세포를 공격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유전적 소인과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 1

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제1형 당뇨병은 주

로 어린이와 청장년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유형의 당뇨병으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하며 전

체 당뇨병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40세 이후에 나타

나며 대개 환자가 비만이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만 우리 몸이 분비된 인슐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혈당이 높아지

게 된다. 제2형 당뇨병의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고 제1형 당뇨병의 증상만큼 

뚜렷하지 않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새로이 발생하거나 임신 중에 처음으로 진단 

받은 당뇨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출산 등으로 임신이 종료되면 사라지지만 

나중에 제 2형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이외에도 특정 약물, 호르몬, 

유전 질환 등으로 인슐린 활동이 저하되어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다. 췌장염 

혹은 췌장암으로 인한 당뇨병도 여기에 포함된다.  

   45세 이상(특히 65세 이상인 경우), 비만인 경우(표준체중의 120%이상 또

는 체질량지수가 27이상인 사람), 직계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특히 제2형 당뇨병), 4 킬로그램 이상의 아기를 낳은 적이 있는 여성, 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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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 환자,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 이전에 내당능장애로 판정된 환자의 경우

에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경도 비만증 환자에서 당뇨병의 발생위험도는 일

반인의 2배이며, 중등도 비만에서는 5배, 심한 비만에서는 10배의 증가를 보

여준다고 한다. 또한 인종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대부

분이 비만형이며 당뇨병의 진행과 함께 비비만형의 형태로 발전한다. 

   즉 체질량지수가 23인 경우에 비교하여 35가 넘으면 당뇨병의 발생률이 

40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김경래, 2002). 체지방량 이외에도 복부비만에

서 동반되는 내장지방량의 증가정도가 당뇨병의 발생과 연관이 있으나 체질

량지수가 높고 허리둘레가 큰 비만환자의 70~80%가 당뇨병이 아니라는 점

을 감안할 때 비만 단독으로 당뇨병 발생인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

적 요인이나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 등의 유발인자가 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김경래, 2002; BA Stoll, 2002). 

   복부형 비만환자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성장호르몬, 인슐린 등의 다양

한 내분비 변화가 동반된다. 즉 복부에 과도하게 지방이 축적된 사람에서 시

상하부 뇌하수체-부신축의 과민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내분비 

이상은 단독, 혹은 혈중 유리지방산농도의 증가와 함께 인슐린 저항성을 유

발하고 복부에 직접적인 지방축적을 초래한다(NMS Wat 등, 2001).

   Framingham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구에 비해 당뇨병군에서 유의하게 혈

압이 높았으며(이강숙 등, 1994; Gracia MJ 등, 1974), 고혈압, 비만, 당뇨병은 

서로 접하게 중복되어 나타나며 이들의 공통된 대사결함이 인슐린 저항성

과 이에 따른 고인슐린 혈증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의 경우에서 정상체중에 

비하여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3배라 하 으며, 내당능장애 환자는 정상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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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고헐압 및 동맥경화증의 위험률이 2~4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갑범, 1992).

제 2절. 보건의식행태

   Belloc과 Breslow의 생활습관과 신체적 건강상태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

구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일곱가지 생활습관으로 비흡연상태, 적절한 음

주와 적절한 신체활동, 적절한 체중, 적절한 수면 및 규칙적인 식사습관, 간

식을 거의 안하는 생활습관을 건강행위로 명명하 고(Belloc NB 등, 1972), 

이러한 건강행위와 신체적 건강상태의 관련성은 이후 장기간에 걸친 종단적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건강행위를 많이 실천할수록 사망률이 감소함이 밝혀

짐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입증되었다(Wiley JA 등, 1980; Breslow L 등, 

1980).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혈당은 동맥경화증을 촉진하여 심혈관질

환의 발생에 기여하며, 이 세가지 위험인자는 생활습관에 의하여 더 진행될 

수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가  등, 2000).

   1. 주관적 건강인식

   주관적 건강인식은 스스로가 평가하는 일반적 건강상태로서 객관적인 건

강상태 못지 않게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의 하나로 최근 부각되고 



- 23 -

있다. 특히 환자 역할 측면에서 주관적 건강인식은 건강행태와 의료이용행태

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은 각 개인의 증상의 인지, 중증도의 평가, 치료받

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증상에 대한 인식정

도는 성별로 차이를 보여 여자에서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환율 자체도 여성에서 높은데 그 이유는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신체적

인 불편에 대하여 인지정도가 더 예민하며, 둘째, 여성은 흔히 증상을 신체

적인 질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고, 남성에 비하여 질병이나 손상을 더 심

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보고서, 1999).

   주관적 건강인식이 건강행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을수록 흡연하지 않을 확률, 체중조절을 하지 않을 확

률, 규칙적인 운동실천 확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확률, 규칙적 식사 실천 

확률이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으면서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확률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주관적 건

강인식이 낮으면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건강행위 실천 확률이 높았는

데(문상식 등, 2001), 이는 질환을 가진 경우에 체중조절 등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을 위하여 건강행위를 실천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보통 매우 건강한 편,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등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을 많이 사용하는데,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중 스스로 매우 

건강 혹은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보건의식행태조사에 응답한  

10,773명의 42.6%(남자 46.7%, 여자 38.9%),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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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남자 37.2%, 여자 34.2%), 매우 건강하지 못함 혹은 건강하지 못한 편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1.9%(남자 16.1%, 여자 27.1%)로 나타났다.

   2. 흡연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많은 물질과 위험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흡연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방 가능한 사

망원인 중의 하나이다. 흡연은 폐암, 허혈성 심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의 주요 원인이며 각종 암과 질환을 유발시키고 담배연기에 노출된 비흡

연자의 건강에도 적지 않은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흡연이 건강

에 미치는 위해도는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98

년도 국민건강․ 양조사보고서, 1999).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 흡

연율(가끔흡연자 포함)은 35.5%(남자 67.6%, 여자 6.7%)로 나타났으며, 최근 

사회적인 금연분위기에 따라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2001년에 

실시된 국민건강․건강 양조사 결과에서는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 흡연

율(가끔 흡연자 포함)은 30.4%(남자 61.8%, 여자 5.4%)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보정 흡연율은 1998년이 36.2%(남자 69.3%, 여자 6.7%), 2001년

이 31.7%(남자 65.4%, 여자 3.9%)로, 연도별 추이에 따르면 흡연율이 전반적

으로 감소하 다(그림2). 그러나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 15세이상 흡연율은 전체 31개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일본 및 덴마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그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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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서 HDL-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여 심혈관 질환의 발병위험이 증가한다는 

여러 연구보고가 있었다. 즉 하루 흡연개비수에 비례하여 다양한 심혈관 위

험인자들이 증가하며, 하루 21~30개비를 흡연하는 군이 비흡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은 증가하 고 반면에 HDL-콜레스테롤은 감

소하 다(정찬희 등, 2002).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직간접적인 위험요인으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

자에 비하여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위험도가 60∼70% 정도 증가된다고 한다. 

흡연은 또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모두와 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흡연량이 

많을수록 복부비만의 지표인 허리둘레, 허리/엉덩이 둘레비가 증가한다고 하

며(김상만 등 1998, 김종호 등 2000), 흡연 자체가 고지방 식습관 및 저 섬유

성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어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치를 상승시킨다(임열

리 등, 2003; David K 등, 2002)). 또 이전에 흡연량이 많았던 비흡연자인 경

우 저 HDL-콜레스테롤증 소견을 보일 수 있으며, 현재 흡연자인 경우 흡연

의 급성효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초래되어 여러 대사이상을 보일 수 있

다고 한다(임열리 등, 2003; Goldsland IF, 1998).

   흡연과 복부비만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을 보면, 금연자와 중등도 

흡연자에서는 WHR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단지 하루 20개비 이상

의 고도 흡연자에서만 WHR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며(김상만 등, 1998), 남성

에서 BMI, 나이, 활동량, 음주를 보정했을 때, 흡연량이 많을수록 복부비만

의 지표인 허리둘레가 증가하는 것으로, 체지방률과 WHR도 흡연량이 많을

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종호 등, 2000).

   흡연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흡연을 하게 되면 심근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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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산소 소비량에 비하여 심근으로 보내는 산소공급량이 줄어들어 심근에 

산소부족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심근허혈상태가 되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흡연에 의한 교감신경 흥분제인 카테콜아민(catecholamine) 등의 증가는 

심근의 전기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예민하게 하여 심방세동 등의 부정맥이 

쉽게 생기게 하며 혈소판 응집능력을 증가시켜 혈관벽 손상이 있는 부위에 

쉽게 혈소판이 생성되고 이들 혈소판에서 강력한 혈관수축제가 분비되어 혈

관수축이 되면서 심근의 혈류량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위와 같은 현상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3배, 뇌경

색이 발생할 확률이 2배나 증가된다. 토끼를 통한 동물실험에 의하면 담배를 

흡수시킨 토끼의 동맥벽은 여러가지 물질을 쉽게 통과시킨다. 본래 동맥의 

세포는 혈관이 살아가기 위한 양물질을 섭취하고 필요없게 된 찌꺼기를 

버리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 그러한 선택력이 없어져 콜레스

테롤과 중성지방 등이 혈관벽을 통하여 세포 속까지 들어온다. 보통 혈관의 

세포 속으로 이러한 물질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데 

지질이 지나치게 많아져 세포 속에 축적되어 버린다. 이처럼 축적된 지방이 

죽같이 되어 혈관에 엉겨붙기 때문에 혈관 속이 좁아지는데 이것이 동맥경

화 현상이다. 

   또한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이 체내로 들어오면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혈

관을 수축시킨다.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므로 혈관벽에 압력이 주어져 혈관 

속의 성분이 혈관벽으로 들어가기 쉬워진다. 뿐만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일

산화탄소(CO)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헤모그로빈)

와 강력히 결합되어 산소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일산화탄소는 다른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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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과산화지질이 되고 그것이 또한 혈관내막의 기능을 쇠퇴시킨다. 따라

서 혈관의 탄력성이 없어져 기능이 약화된다. 

   3. 음주

   지나친 음주는 간질환, 위염, 췌장염, 고혈압, 중풍, 식도암, 당뇨병, 심장

병 등 많은 질병발생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알코올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급성효과로서 마취작용이 있어 음주운전 및 추락사고 

등 각종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며, 폭력 및 범죄와도 관련이 높다. WHO에서

는 음주를 사회적, 심리적, 물리적 문제로 분류하고 있다(1998년도 국민건

강․ 양조사결과보고서, 1999).

   우리 나라 인구 10만명당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2000년도에 21.3% 만

성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22.9%로 음주가 위험요인이 되는 간질환 관련 

사망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다(김광기, 2001). 음주로 인한 

폐해 중 뇌혈관 혈액의 알코올 농도를 높임으로써 중추신경계가 알코올에 

의해 향을 받아 대뇌의 활동을 억제하여 판단 및 판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노인철 등,1997). 

   약간의 음주는 리저바톨(reservatol)이라는 화학물질을 만들어, 혈중에 나

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하루에 5잔 이상씩 장

기간 과음을 하면 알코올성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심장의 근육이 약해지거나 

심장의 부피가 20∼30% 정도 늘어난다.  

   알코올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알코올은 하루에 1잔 정도 소량 

섭취할 경우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섭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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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혈관)내부에 침적되어 동맥경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LDL 콜레

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을 건강에 유익한 HDL 

cholesterol(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로 바꾸어 준다고 한다.

   그러나 간이나 췌장, 기타 다른 장기 손상 및 안전 사고를 고려하여 미국 

국립알코올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 Alcoholism, 

NIAAA)에서는 성인 남자는 하루에 2잔, 임산부를 제외한 여자는 1잔씩 마

실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하루에 5잔 이상씩 장기간 과음을 하면 알코올성 심근경

색증을 일으켜 정상인에 비하여 심장의 근육이 약해지거나 심장의 부피가 

20∼30%정도 늘어난다. 알코올성 심근경색증은 선천성 심근경색증과 증상 

및 구조가 비슷하며 심실․심방의 수축력이 약해지는데, 이는 알코올이 심장

근육의 칼슘을 비롯한 전해질 대사에 향을 주어 생긴다는 주장이 있다. 다

행스러운 것은 금주를 하면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음주자 비율은 측정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2002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전체 음주비율은 64.6%, 남자는 82.9%, 여자는  

47.6%로 나타났다. 또 1998년 및 2001년에 실시한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표3.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율 변화 추이

1992년 1995년 1998년 2001년

전체 57.9% 63.1% 68.4% 69.8%

남자 84.7% 83.0% 83.4% 82.7%

여자 33.0% 44.6% 54.9% 59.5%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국민건강․ 양조사」, 2002



- 30 -

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음주율이 1998년 68.4%(남자 83.4%, 여자 54.9%), 

2001년 69.8%(남자 82.7%, 여자 59.5%)로, 1998년에 비해 2001년에 약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전체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지는 않으나(김광기, 2002), 

200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음주빈도는 높아 남성의 경우 거의 매

일 마시는 경우가 10.9%, 주 2~4회의 음주도 20~30%로 나타났다. 1998년과 

2001년에 각각 실시된 20세 이상 성인의 음주빈도는 자주 마시는 경우가 

17.6%(남자 32.2%, 여자 4.4%)와 15.2%(남자 29.3%, 여자 3.9%) 으며, 가끔 

마시는 경우가 31.9%(남자 38.2%, 여자 26.2%)와 30.6%(39.3%, 23.7%) 고, 

거의 안마시는 경우가 18.9%(남자 13.0%, 여자 24.3%)와 24.0%(남자 14.2%, 

여자 31.8%) 다.

   또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결과, 과음빈도는 과음하지 않는 경우가 

48.5%(남자 29.8%, 여자 74.1%), 연 1~3회가 22.9%(남자 27.2%, 여자 16.9%), 

3개월에 1~3회가 13.2%(남자 19.0%, 여자 5.2%), 1개월에 1~3회가 10.7%(남

자 16.5%, 여자 2.7%), 주 1회이상이 4.8%(남자 7.5%, 여자 1.0%) 다. 한편 

과음하는 숫자도 많아 평소 음주량이 WHO가 정의한 과음(60g/day)의 범주

에 들어가는 성인 남성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김광기, 2002).

  우리 나라 알코올 중독의 평생 유병률은 22.0%(알코올 남용 12.9%, 알코울 

의존 9.9%)로 미국 13.7%, 독일 18%, 대만 7.5% 등 여러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정균 외, 1984)

   음주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향은 복합적이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즉, 과도한 음주는 비음주군에 비해 전반적인 사망률을 높이지만 적절한 양

의 알코올섭취는 간에서 단백질과 지질합성을 촉진시킴으로서 HDL-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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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질환에 대해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찬희 등, 2002; Facchini F 등, 1994; Gaziano JM 등 1993; Laporte R 등, 

1981; Linn S 등, 1993; Suh I 등, 1992). 

   또한 적당한 양의 알코올섭취는 인슐린 매개 포도당 흡수를 향상시켜 혈

당농도를 낮추어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며(최스미, 2003; PerryIJ 등, 

1995; Ajani UA 등, 2000), 이와 같은 포도당과 인슐린 대사의 변화가 심혈

관 질환의 위험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Facchini F 등, 

1994). 일반적으로 알코올 섭취와 혈중 중성지방농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

이기도 하지만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비섭취군이나 과음군에 비해 중성지방

농도가 감소되어 HDL-콜레스테롤의 증가와 함께 심혈관질환의 발생을 감소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보고도 있다(Green MS 등, 1986).

   고혈압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는 3~4일동안 2000㎖의 알코올섭

취는 혈압을 증가시킨 반면, 3~4일간의 금주 만으로도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스미, 2003; Beilin LJ 등; 1992; Potter JF 등, 

1984). 일본, 유럽, 미국, 호주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을 유발

하는 알코올의 양은 3잔 정도이며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적당한 알코올 섭

취는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에서는 

소량의 음주가 혈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스미, 2003).

   그러나 알코올중독, 알코올리즘, 알코올 의존, 폭음 등의 용어로 정의되는 

알코올 문제는 음주자 개인 및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 생산성 

손실, 비행 및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복합적 문제이다. WHO의 

200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약 1억 4천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

들이 있으며, 약 4억 이상의 음주자들이 과다한 음주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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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국내의 알코올 중독자는 약 2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

다(유채 , 2003; 보건복지부, 2001). 최근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

인의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19.5~32.2%, 알코올 의존유병률 4.2~10.9%로 나

타났다(유채 , 2003; 김용석, 1999; 제갈성, 2001, 조성진 등, 1998),.

   

   4. 식습관

   질병발생에 향을 주는 생활습관 인자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식

습관으로, 최근 우리 나라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이에 따른 질병발생의 양

상도 달라지고 있다(김인숙 등, 2000). 특히 관상동맥 질환과 식이요소와의 

관련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즉 고지방식이, 음주, 그리고 탄수화

물 식품 중 체내에서 빨리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식품(혈당지수가 높은 식품

들 : 흰쌀밥, 흰빵 등)들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견과류 

섭취, 곡물 섬유소, 전곡, 과일과 야채, 비타민 E, Folate의 섭취는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명희, 2003). 

   최근 20여년간 한국인의 식품섭취 양상은 과거에 비해 당질 섭취는 줄어

든 반면 단백질과 지질의 섭취는 증가하 고, 특히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현

저하게 증가하 다(이승림 등, 2001; 문현경, 1995). 이러한 식생활 양상의 변

화는 한국인의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의 증가와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Gotto 등, 1977; 윤은  등, 1998; 김상연 등, 2000).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원인인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류의 지방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섭

취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포화지방산과 trans-불포화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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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반면 복합 불포화지방산 및 단일 불포

화 지방산은 위험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동물성 지방을 통해 섭취되는 

포화지방산은 혈액내 LDL과 HDL-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높일 가능성이 있어 

실제 관상동맥질환과의 관련성이 그리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에, 식물성 지방을 열처리하여 동물성 지방처럼 굳어진 trans-불포화지방산은 

혈중 HDL-콜레스테롤을 현저히 낮추고 LDL-콜레스테롤의 상승을 초래한다

(신명희, 2003).

   한편 이선희 등(1996), 이홍구(1995)의 식습관과 관련한 연구에 의하면, 불

규칙적인 아침식사는 부적절한 섭취를 초래하며 비만이나 고지혈증 등에 

향을 준다고 하 으며, 이승림 등(2001)의 30대 이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군과 정상 콜레스테롤군에서 아침식사를 규칙적

으로 하는 경우는 57.8%, 60.6%로 정상 콜레스테롤군이 약간 높았다. 그러나 

모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각각 74.5%와 69.2%로 두 군간의 유의

한 분포의 차이는 없었다. 식사속도에서도 두 군 모두 보통속도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과식 빈도에서도 두 군 모두 가끔하는 경우가 60% 정도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이승림 등 2001).

   성인 남녀를 비만도에 따라 저체중군의 체형, 표준체중군의 체형, 과체중

군의 체형으로 구분하여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군 여자를 제외한 

모든 체형에서 식사를 항상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규칙적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표준체중군 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끼의 식사량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적당하게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배부르게 먹는 경우는 과체중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음식의 간에 

있어서 남녀 모든 군에서 적당하게 먹거나 싱겁게 먹는 다고 답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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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을 차지하 고, 남자의 78.7%, 여자의 92.6%가 간식을 먹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저체중군의 간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편식을 안 한다고 답

한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저체중군의 편식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이희섭, 1997).

   5. 운동 및 신체활동

   현대인들은 산업의 발달, 통신수단 및 교통의 발달 등으로 신체적 활동기

회가 줄어들어 운동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활동적인 사람

은 신체활동이 많은 사람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2배나 높다

고 한다(U.S. DHHS, 1990). 우리 나라에서 운동부족과 접한 관계가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히 급성 심근경생증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보고, 1999).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질환,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고혈압, 직

장암 등에 걸리 위험을 감소시키고, 골다공증, 비만,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

적 건강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Harris 등 

1989; McGinnis emd, 1993).

   1주일에 3회 내지 6회의 유산소성 운동을 1년이상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똑같이 주당 1~2회 정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을 조사한 결과 유산소성 운동을 하는 빈도가 많은 사람일수록 체지방률이 

낮고, 주 3~6회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체지방의 평균치가 

약 23%로 젊은 여성의 평균수준이었다(Sakurai 등, 1994).

   주당 500kcal 이상 운동으로 소비하는 운동그룹과 500kcal 이하를 소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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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운동 그룹을 비교한 결과, 운동그룹의 피하지방 면적은 비운동그룹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고, 내장지방면적도 낮은 경향을 보 다고 한다(김현수, 

1999; 村川 등 1995). 그리고 소비칼로리와 내장지방면적 및 피하지방면적 사

이에는 모두 유의한 마이너스 상관을 보여, 체지방 분포와 운동습관은 접

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현수, 1999).

   복부비만과 관련하여, 식사제한 없이 유산소성 운동만을 실시할 경우 피

하지방은 감소하지만 내장지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저하되지 않는다고 

한다(김현수, 1999; Despres 등, 1991). 내장지방 축적형 비만자에게 식사제한

을 병행한 운동요법을 시행하면 내장지방이 피하지방에 비해 감소하기 쉬운

데, 1일 섭취 에너지량을 1,700kcal 정도로 유지하면서 유산소성 운동(30분~1

시간)을 주 3~4회씩 13주동안 계속한 결과, 체지방률이 3.6%(지방량 2.2kg) 

감소하 다. 감소한 체지방 중 피하지방의 저하량이 1.0kg, 내장지방의 저하

가 1.2kg으로 내장지방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었다(김현수, 1999; Abe 등, 

1994). 

   BMI가 26 이상이고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비만여성에게 10주동안 다이

어트 식품으로 칼로리섭취(평균 1000kcal)를 제한하면서 유산소성 운동과 식

이제한군, 저항성 운동과 식이제한, 그리고 식이제한 만을 한 그룹으로 나누

어 체지방 및 내장지방의 변화를 검토한 결과 모두 내장지방의 감소를 확인

할 수 있었다(김현수, 1999).

   운동강도를 가볍게 하여 잰걸음의 산보를 1시간 매일 실시하면 에너지 

소비가 증대하여 체중감소와 함께 인슐린 감수성 및 지질대사를 개선할 수 

있으며, 운동강도보다 운동량의 증가가 중요하다고 한다(김상국, 2003; 

Despres, 1989). 비만자에게 최대 산소섭취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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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신체 트레이닝을 장기간 계속시키면 체중의 변화를 동반한 인슐린 

감수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김상국, 2003; Nelson ME, 1991).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과 불규칙하게 운동을 

하는 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군의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운동습관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혈청 중성지방 

수준은 남녀 모두 운동을 하는 군과 불규칙적 운동을 하는 군간의 차이는 

별로 없었으나 운동을 하는 군과 하지 않는 군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

여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혈청 중성지방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김미경, 

2000). 

   지속적인 운동은 체중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며 비인슐린의

존형 당뇨병의 유병률을 낮춘다는 연구보고가 많은데 운동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이 500kcal씩 상승할 때마다 6%의 당뇨병 발증 예방이 효과가 있으며, 

BMI가 26 이상인 군에서 운동에 의한 총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군이 낮은 

군보다 당뇨병 발증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었다(김상국, 2003; Burchfiel CM, 

1995; Helmrich SP, 1991).  

   운동습관이나 신체활동능력과 혈압 수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혈압수치는 운동강도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하고 비운동군과 비교해 

고강도 운동군은 수축기 혈압이 약 20mmHg 정도 낮았다(Reaven PD 등, 

1991). Pennsylvani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의 예방을 위한 운동은 격

렬한 운동만이 29% 정도의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거리 보

행, 계단 오르내리기와 같은 완만한 운동은 고혈압의 예방인자가 되지 않는

다고 한다(김상국, 2003). 

   Blair 등이 평균 4.9년의 간격으로 최대운동부하 검사를 받았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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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7명(20~82세)을 검사 후 평균 5.1년 추적하고 그 후의 사망을 파악한 결

과, 맨 처음 검사 때 Fittness Level이 낮은 군에서 2회째에 향상된 사람

(Fitness)은 비Fitnessrns과 비교해 전체 사망 및 순횐기질환 사망의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한다. 이 연구는 신체활동의 정착에 의한 Physical 

Fitness 향상이 순환기질환의 사망을 예방할 가능성을 나타낸 연구결과라 할 

것이다(김상국, 2003).

   6. 체중조절

   체중과다와 비만은 오래 전부터 질병 및 사망과 접하게 연관되는 것으

로 알려져 왔다. 비만은 심장질환과 폐질환, 탄수화물 대사장애를 증가시킬 

위험이 크며(Levinson, 1977; U.S. D.H.E.W., 1966) 고혈압, 당뇨,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수술이나 임신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킨다(Levinson, 1977; U.S. 

D.H.E.W., 1966). 

   Framingham 연구에서도 성인의 심혈관질환에 대한 위험도는 체중이 증

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Paffenbarger와 Wing(1971)은 중년기 이후 뇌졸중

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과다체중, 흡연, 약한 신체구조, 고혈압의 네가지 

요인을 지적하 다(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결과보고서).

   한편 저체중은 질병 및 사망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저체중은 만성피

로와빈혈, 양실조를 초래하며 이로 인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

고, 골다공증, 구강건강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체중과다 못지 않

게 큰 건강위해요인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여성 및 청소년층에서의 

정상체중과는 무관한 과다한 체중조절로 인한 건강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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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등, 1992; 이 미등, 1994). 체중과다와 과소가 초래하는 건강위해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적정체중의 유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성인 남녀를 비만도에 따라 저체중군의 체형, 표준체중군의 체형, 과체중

군의 체형으로 구분하여 체중조절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한 국내 연구결과

에 따르면, 대상군 남자의  53.9%, 여자의 83.2%가 체중조절에 관심이 있다

고 하 으며, 남녀 모두 체중이 증가할수록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졌다. 체중조절에 대한 시도 경험에 대해서는 남자는 생각없다가, 여자는 과

거에 몇 차례 해 본 경험이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도 체중조절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0% 정도로 조사되었다. 체중조절 시도방법에 있어서 

남자의 저체중군은 체중을 늘이는 방향으로, 과체중군은 체중을 줄이는 방향

으로 시도하 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모두 체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체중조절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는 남자의 경우 음식

량의 조절보다는 운동을 많이 한다가 가장 많았으며 여자들은 음식물의 섭

취량을 줄인다와 음식량의 조절보다는 운동을 많이 한다고 답한 비율이 비

슷하게 나타났다(이희섭, 1997).

   7. 스트레스

   스트레스란 원래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물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 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에 적용하면 개체에 부담을 주는 육체적, 정신

적 자극이나, 이러한 자극에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을 의미한다. 또한, 부담을 

주는 자극을 스트레서(스트레스인자) ,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스

트레스 라고 구분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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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는 우울증, 정신장애 등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

도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스트레스는 관상동맥질환의 위

험인자로 관여하며, 고혈압, 당뇨병, 소화성 궤양, 만성 통증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경견완장애, 사고, 간경화 및 간암, 기관지천식, 만성 폐색성 폐

질환, 비만, 월경불순, 발기불능 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홍명호, 1999; 박준한 등, 1998; Uhlenhuth, 1973; 정순평 등, 1996; 고경봉 

등 1992).

   45세 이상의 남성에서 심장이상은 고혈압과 당뇨병이 주원인이 되지만 

30~45세에서는 스트레스와 과다한 흡연이 심장이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심장이상은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가슴통증, 왼쪽어깨, 팔, 목 등의 통증과 얼

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는데 이는 심장에 필요한 피를 공급하는 혈관

인 관상동맥에 피의 공급이 부족한 협심증이나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다.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관경직을 일으켜 심하면 심근 

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발작 1시간내 사망률이 30~40%나 되는 위험

을 초래한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흡연으로 응급실로 

내원한 심근경색증환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다 9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의 관상동맥을 촬 한 결과 고연령층에 비해 협착의 정

도가 미미해 평소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 반면 혈전생

성이 주원인이었다.

   스트레스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가 여러 경로를 

거쳐서 시상하부로 전달되고, 시상하부에서는 코티코트로핀유리인자를 분비

하여 부신피질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부신피질호르몬은 부신에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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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몬인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코티졸은 혈당을 높이는 기능

을 갖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체 내 각 기관들이 정상의 기능을 유

지하지만, 만성적인 자극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체내의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어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분비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흉선과 임파선으로부터 

유리된 임파구의 수를 감소시킴으로써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여러 가지 감염

성 질환을 유발하고, 암에 걸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각종 

갈등으로 야기되는 불안, 스트레스가 위산 및 펩신 분비를 높여서 궤양을 일

으키는데 이는 미주신경의 활성화로 인한 위산 과다상태로 일어난다. 공복시

의 복통, 식후의 불편감,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동반한 소화성 궤양은 우리 

나라 사람에게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켜서 고혈

압을 유발한다. 고혈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상동맥질환과 죽상동맥경화

증의 중요한 유발인자이다. 관상동맥은 심장에 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

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

는 사망률이 높은 질환을 야기한다. 또한 고혈압은 우리 나라 사망원인중 많

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8. 수면과 휴식

   휴식은 인간을 상쾌하고, 젊음을 느끼게 하며, 일상 생활을 재개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육체적인 활동이 감소된 상태로, 일본에서는 운동, 

양과 함께 건강증진의 3대요소로 중요시 하고 있다. 또 수면은 신체회복,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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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 유지 및 여러가지 방어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상적인 체온조

절과 에너지 보존에 필수적 행동으로 알려져 있는(유남재 등, 2000; 

Oswald,1976; Brebbia DR 등, 1965) 인간의 기초적 생리기능으로 정신적 건

강과도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시간은 개인차가 커서 불면증을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하루 6시간 이

하의 수면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루 9시간 이상의 수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절대적인 양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Hartmann, 

1975), 외국의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의 평균수면시간은 7시간±30분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1977년 미국 NI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조사에서도 대상자의 2/3가 평균 7~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amberg, 1984). 또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수면량이 다소 감소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최소현 등, 1992).

   수면과 건강, 사망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으나 수면장애는 삶

의 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

도언 등, 1997). 

   수면을 취함으로써 신체의 피로가 회복되고 불쾌한 기억에서 벗어나 일

상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으며(Hartman, 1973; Southwell 등 

1995), 충분한 수면은 조직회복, 면역체계, 정신적 기능에 향을 미쳐 건강

과 안위를 증진하는 반면, 수면부족은 증가된 피곤, 기분변화, 통증의 내성감

소 등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Moldofsky 등 1986; 

Hartmann, 1973; Chuman, 1983).

   즉 낮 동안의 활동과 더불어 밤에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장애는 정신적 불쾌감과 만성적 피로, 집중력의 저하, 신체의 회복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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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 능력의 약화, 기억력의 손상, 스트레스 증가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정복례 등, 1997; 최소현 등, 1992; 장해권 등, 2000).

   최근에는 보통 4시간 이하의 잠을 자는 30세 이상 남자들은 7~8시간을 

자는 사람보다 6년간 사망률이 2.8배 높았으며 10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1.8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주 길거나 아주 짧은 수면은 심장질

환, 뇌졸중, 암, 자살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인 남녀를 비만도에 따라 저체중군, 표준체중군, 과체중군의 체형

으로 구분하여 생활습관을 연구한 국내의 연구보고에서 과체중군 남자의 수

면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저체중군 여자가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희섭 등, 1997). 

   9. 건강검진

   최근 질병발생을 막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 1차예방은 질병의 발생 이전에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고  2차예방은 일단 발병 혹은 감염되었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

로써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중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막으며 적

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3차 예방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고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여 재활하도록 하는 노

력이다. 이중에서 건강검진은 2차예방에 속하는 것으로, 수검자 본인이 특별

한 증상을 느끼지 않는 상태지만 실제로 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

기 위해 가능한 한 간단한 검사방법으로 질병을 찾아내어 조기에 치료가 이

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건강검진은 질병발생의 위험요인을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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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발견하여 알맞은 건강관리 및 지도를 가능하게 하고 건강유지 및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안윤옥, 1995).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 또는 ‘종합 건강검진’이 도입되었는데, 각 개개인의 생

활습관 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의학의 소개와 함께 ‘한국인을 위한 정기 건강

진단과 프로그램의 임상적 적용’(이정권 등, 1998)에서 우리 나라에 적합한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하 고, 1990년대 초부터는 각 개인의 생활특

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사 또는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강위험평가

(Health Risk Appraisal)'를 도입하 다(조비룡, 1998).

   건강위험평가는 각 개인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생활양식적, 

가족력적 특성과 연관된 건강위험요인을 알게 해줌으로써, 이러한 위험요소

를 발생시키는 태도, 신념, 생활습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조비룡, 1998; Ganzmarian JA 등, 1991). 

   건강위험요인들 중 흡연, 운동, 식이, 체중조절 등은 건강위험평가 및 교

육에 의해서도 잘 변화되지 않는 반면, 저염식이, 저콜레스테롤식이, 고섬유 

식이섭취 등은 큰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으며(Cottrell RR, 1983), 국내의 

연구에서도 건강위험평가를 사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후, 당뇨 및 혈압조

절, B형간염 예방접종 등에서는 건강위험요인이 유의하게 감소하 고 환자 

스스로의 참여가 필요한 금연, 운동, 안전벨트 착용 등에서는 유의하지는 않

으나 감소경향을 보 다고 한다(박현아 등, 1995). 

   또 다른 연구에서는, 흡연, 음주, 콜레스테롤, 요산 등의 건강위험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하 는데, 그중 흡연이나 음주는 최근의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결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콜레스테롤, 혈압, 요산 등 임상수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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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상태를 나타내주는 결과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여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비룡, 1998).

   10. 가족력

   관상동맥질환이나 고지혈증 등의 가족력이 있는 소아의 경우 가족력이 

없는 경우보다 고지혈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박 규 등, 

1994), 당뇨병 발병에도 유전적, 가족적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

다. Kobberling 등은 당뇨병 환자의 직계자녀가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위험은 

40% 이상이라고 하 으며, 국내의 연구에서도 당뇨병을 갖고 있는 가족이 1

인 이상 있는 경우 가족력이 없는 주민에 비해 당뇨병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높았다(김우경 등, 1999).

   부모가 당뇨와 고혈압의 질병력이 있는 자녀들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 

또한 증가하는데, 양쪽 부모 모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비교위험도가 증가

하는데(Liese AD 등, 1997), 인슐린저항성과 미토콘드리아 DNA 16189 변이

와 연관성이 있다고 밝힌 연구가 있다(김재현 등,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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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대사증후군에 관한 선행연구

제 1절. 외국의 선행연구

   Earl S(2002)이 NHANESⅢ(The 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1988~1994)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ATPⅢ 기준을 적용했을 때 대상자 총 8,808명의 연령보정을 하지 않은 대사

증후군 유병률은 21.9%±0.9%, 연령보정을 한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3.7±

0.8%(남자 24.0%, 여자 23.4%) 다. 또 나이가 많은 사람, 백인,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규칙적이고 강도있는 육체활동이 적은 사람, 지방질이 많은 사람

(총콜레스테롤, 저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인슐린혈증인 사람 등에서 

대사증후군이 유병률이 높았다.

   Sattar등(2003)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관상동맥

질환예방연구(WOSCOPS, West of Scotland Coronary Prevention Study)에 

참가한 남자  6,447명의 결과를 활용하여 ATPⅢ의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한 

결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6.0% 다. 이들을 4.9년동안 Follow-up한 결과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은 1.7배,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은 3.5배 다. 

   특히 대사증후군의 요인을 4~5개를 갖고 있는 경우, 정상군에 비해 심혈

관질환 발생위험이 3.7배, 당뇨병 발생위험은 24.5배나 되었다. 단 이 결과는 

복부비만 대신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한 결과이다. 한편 WOSCOPS는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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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콜레스테롤 저하를 위한 약

물요법의 향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이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남자의 콜

레스테롤 수준은 정상 이상이다.

   Wu Gx 등(2003)이 중국 11개 지방에서 35세~64세의 27,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의 관계에 관한 코호트(1992~)에서 심혈관질

환의 위험요인은 남자에서는 연령, 흡연, BMI, 총콜레스테롤, 대사증후군이

으며, 여자에서는 연령, BMI,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났다. 

   Meigs JB(200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세~70세인 미국 성인의 대사증후

군 유병률은 24% 정도 다. 또 대사증후군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멕시

코계 미국인에서 더 많았으며,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

에 비해 심혈관질환에 걸릴 위험도는 2배, 제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4배

다.

   Wamala 등(1999)이 스웨덴의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

정도와 대사증후군의 각 인자들과의 관계를 본 결과 공복혈당을 제외한 허

리/엉덩이둘레비, 혈압,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과 유의한 관계를 보

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와 다른 위험인자들 즉 운동부족, 알코올 섭취

를 안한 경우, 가족력 등이 있을 때 대사증후군 발생위험이 2~3배 증가되었

다. Laporte 등(1981)이 헝가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교육수준

이 낮을수록 체질량지수와 고혈압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 운동을 

하지 않은 군이 운동을 하는 군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률이 보정 

전 3.3배, 보정 후 2.8배로 높았다.

   William 등(1990)이 Utah 지역의 16세 고등학생 중 고혈압과 관상동맥질

환 가족력이 있는 35,000명을 대상으로 대사이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 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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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혈증, 비만, 고혈압, 조기관상동맥질환이 함께 발생활 확률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

제 2절. 국내의 선행연구

   정찬희 등(2002)이 2001년 12월 한달동안 주로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

하면서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사람 4,341명(남자 

2,059명, 여자 2,2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20갑년 이상 흡연자군에서 

비흡연군보다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률이 1.9배 높았고, 주당 200g 미만(1L

의 소주 : 250g)을 섭취하는 군에서 비섭취군보다 대사증후군 발생위험률이 

0.7배 낮았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군이 주당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군에 비해서 대

사증후군 발생위험률이 나이, 성별, 체질량지수 및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

한 후에도 1.7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족력에서는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은 

1.5 다. 또 교육정도가 가장 낮은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발생이 2.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열리 등(2003)이 2001년 4월 1일부터 2002년 5월 6일까지 일개 대학병

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7,002명(남자 3,589명, 여자 3,413명) 중 검

진이 누락되거나 혈압강하제와 혈당강하제 등의 약물복용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성인 3,873명(남성 2,114명, 여성 1,72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ATPⅢ 기준을 적용한 전체유병률은 12.0%(남자 11.7%, 여자 12.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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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태평양 기준을 적용한 전체 유병률은 19.4%(남자 20.2%, 여자 18.4%)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 태평양 기준을 적용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별 유병률에서는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고혈당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고 복부비

만과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

른 진단기준별 유병률은 남자에서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복부비만, 고혈

당,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의 순으로 낮아졌고, 여자에서는 고혈압, 복부비

만,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혈당 순으로 낮아졌다.

   연령군별 유병률은 20대에서 3.8%, 60대 27.1%, 70대 31.6%로 연령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 으며, 남자는 30대 이후, 여자는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

가하여 각각 70대와 60대에 가장높은 유병률을 보 다. 또 체질량지수(BMI)

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높아졌으며, 현재 흡연자, 규칙적 운

동을 실천하지 않는 군, 절대음주량이 많은 군, 교육정도가 낮을수록 대사증

후군의 위험도가 높았다. 월수입의 경우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높이는 위험

요인은 아니었으나 월수입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박정식 등(2002)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

센터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 40,698명(남자 26,528명, 여자 

14,1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ATPⅢ 기준 연령보정 복부비만 2.0%

(남자0.6%, 여자 4.0%), 아시아 태평양 기준 연령보정 복부비만 15.8%(남자 

15.6%, 여자 16.5%) 으며, 고중성지방혈증 30.5%(남자 47.6%, 여자 20.3%),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16.5%(남자 11.2%, 여자 22.5%), 고혈압 28.3%(남자 

29.1%, 여자 28.9%) 공복 고혈당 7.1%(남자 7.5%, 여자 5.8%) 다.

   대사증후군의 연령보정 유병률은 ATPⅢ 기준에서는 6.8%(남자 5.2%,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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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0%),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서는 10.9%(남자 9.8%, 여자 12.4%) 다. 연

령대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ATPⅢ 기준에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각각 1.4%, 2.5%, 5.2%, 11.5%, 19.5%, 22.2%,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서 2.4%, 5.4%, 9.4%, 18.2%, 27.5%, 31.3%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는 양상을 보 으며, 여자에서는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급격한 증

가를 보여 50대 미만에서는 남자가, 50대 이상에서는 여자의 유병률이 높았

다.

   김병성(2002)이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모대학병원 종합건강진단

센터를 내원한 총 수진자 8,630명(남자 4,632명, 여자 3,99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허리둘레 대신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0.2%(남자 21.5%, 여자 18.4%) 으며 통계청의 2001 한국인구추계

자료에 의한 연령보정 유병률은 15.1%(남자 15.7%, 여자 14.4%) 다.

   연령병, 성별 유병률은 10대 2.9%(남자 9.0%, 여자 4.8%), 20대 4.0%(남자 

9.0%, 여자 1.1%), 30대 11.9%(남자 16.1%, 여자 4.8%), 40대19.2%(남자 

23.8%, 여자 13.0%), 50대 27.2%(남자 25.9%, 여자 28.3%), 60대 34.3%(남자 

26.0%, 여자 42.5%), 70대 39.8%(남자 27.1%, 여자50.0%), 80대 이상 66.7%(남

자 75.0%, 여자 50.0%) 다.

   또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교차비가 1.2%로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

았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 비해 운동을 하는 군에서 교차비가 0.9%로 

대사증후군 위험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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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제 1절. 연구자료

   이 연구는 1998년에 실시된 국민건강․건강 양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분

석한 것이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국민의 주관적․객관적 건강상태, 건강

에 관한 의식 및 행태와 식품섭취현황 등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식품섭취, 양상태, 주요질병 간의 연관관계 분석을 목적으로 실시된 국민

건강에 관한 가구단위 표본 통계조사이다(국민건강 양조사보고서, 1999).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를 토대로 

각 시․도의 섬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0개 조사구의 12,189가구 

39,059명(남자 19,047명, 48.8%/여자20,012명, 51,2%)을 대상으로 199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진행보고서, 

1999). 조사내용은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건강검진조사, 양조사

(식품섭취량․식품섭취빈도․식생활) 등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참여한 20세이상 성인 

24,469명(남자12,871명/11,598명) 중 건강검진조사(7,962명)를 받았고, 건강면

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식생활조사 등에 응답한 7,854명(남자 3,554명, 여

자 4,300명)을 대상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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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자료의 수집 및 활용변수

   이 연구의 자료는 1998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 중 20세 이상 성인

의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 다.

   우선 건강면접조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

육수준, 결혼상태, 소득수준을, 보건의식행태조사에서는 주관적 건강인식, 흡

연, 음주, 운동, 비만 및 체중조절, 수면, 휴식, 스트레스, 건강검진 여부 등

을, 식생활조사에서 1일 식사횟수, 결식끼니, 과식끼니, 규칙적 식사여부 등

의 자료를 활용하 으며, 건강검진결과 중 수축기/이완기 혈압, 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Total 콜레스테롤, 공복시 혈

당, 가족력 유무 등의 결과자료를 활용하 다(표4).

   보건의식행태 조사 중 주관적 건강인식은 매우 건강한 편, 건강한 편, 보

통,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이 연구에

서는 건강(매우건강/건강), 보통, 불건강(건강하지 못함/매우 건강하지 못함)

으로 구분하 다. 흡연 중 현재 흡연여부 외에 과거흡연(금연)과 현재 흡연

은 Pack-year(갑년수:일일 평균흡연 개비수*흡연연수)로 환산하여 10갑년미

만, 10~19갑년, 20~29갑년, 30갑년 이상으로 구분하 다.

   음주의 1회 음주량은 소주병으로 환산하여 1병미만, 1병, 2병, 3병이상으

로 구분하 다. 식습관의 1일 식사횟수는 1~2회, 3회, 4회 이상으로 하 으

며, 식사의 규칙성은 규칙적, 대체로 규칙적, 대체로 불규칙, 불규칙으로 구

분 조사된 항목을 규칙적(규칙적, 대체로 규칙적), 불규칙(대체로 불규칙,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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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으로 조정하여 분석하 다. 운동의 규칙적 운동 여부는 20분 이상의 운

동을 주 3회 이상 하는 경우를 규칙적 운동실천자로 정의하 고, 강도있는 

운동실천이란 땀에 젖고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의미하며 주간 운동량은 

주간 운동횟수*1회운동시간으로 계산하 다.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거의 느끼지 않음을 만히(대단히 많이, 많이), 조금, 거의 느끼지 않음

으로 구분하 다. 가족력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 중 한명이라도 고

혈압․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건강검진 조사 중 혈압은 측정 전 금식을 한 상태로 30여분 동안은 금연

하도록 하며 5분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한 후 수은주 혈압계(Baumanometer)  

 

  표4. 활용변수

구   분 내    용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주관적 건강인식

   흡연

    음주

    운동

      

    체중조절

     

    스트레스정도

    수면

  

  식생활조사

  

  건강검진조사

성별 / 연령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결혼상태

현재흡연여부 / 과거흡연자(pack-year) / 현재흡연자(pack-year) 

현재 음주여부 / 1회 음주량 / 과음빈도 / 알코올의존

규칙적 운동여부 / 강도있는 운동실천여부 / 주간운동횟수 

 주간운동시간 / 일상활동형태 

 현재 체중변화여부 / 체중변화 정도 / 체중조절노력 여부 /

 체중감소방법 / 체중조절이유 

 하루 평균수면시간 / 충분한 수면여부 / 피로

 1일 식사횟수 / 결식끼니 / 과식끼니 / 규칙적 식사여부

혈압(수축기, 확장기) / 신장 / 체중 / 비만도 / 허리둘레 /

중성지방 / HDL-Cholesterol / Total-Cholesterol / 공복시 

혈당 / 가족력(고혈압,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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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는 간접측정법으로 2회 반복 측정하 다. 신장은 맨발이거나 얇은 

양말만 신고 옷을 두껍지 않게 입도록 한 상태에서 신장측정기(Stadiometer) 

를 이용하여 선키(Hight)를 측정하 다. 체중은 체중측정기(Giant-150)를 이

용하여 얇은 옷만을 입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피검자의 상체 중 가장 좁은 부위인 허리를 

감아 측정하 으며, 허리의 좁은 부위를 가려내기 어려운 비만한 경우는 늑

골과 장골능선(ilia crest) 사이에서 가장 작은 둘레를 측정하 다. 엉덩이 둘

레는 엉덩이 뒤쪽에서 가장 넓은 부위에서 수평면을 이루도록 줄자를 돌려 

측정하 다. 비만도는 BMI(Body Mass Index)에 의해 체중(kg)/신장(㎡)으로 

계산하 고 WHO의 기준에 따라 18.5 미만을 저체중, 18.5~24.9를 정상체중, 

25~29.9 과체중, 30 이상을 비만으로 구분하 다. 

   혈액채취는 운동, 식사,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 아침 공복상태(공복 유지

시간 : 10~12시간)에서 실시하 으며, 정중정맥에서 정맥혈을 채혈하 다.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Glucose 등은 Hitachi-747 

autoanalyzer 장비를 활용해 분석하 다.

제 3절.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조사자료 중 건강검진 결과치를 바탕으로 NCEP-ATPⅢ 기준에 근거하여 

대사증후군을 정의하 으며,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저고 도지단백-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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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요    인
진단기준

남  자 여  자

 복부비만(Abdominal obesity)

      NCEP ATPⅢ 허리둘레

      아시아․태평양지역 허리둘레

 

  허리둘레 > 102cm(40inch)

  허리둘레 > 90cm(35inch)

  

  허리둘레 > 88cm(35inch)

  허리둘레 > 80cm(31inch)

 저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Low HDL-Cholesterol)
   HDL-C < 40mg/dL   HDL-C < 50mg/dL

 고중성지방혈증(High-Triglyceride) 중성지방 ≥ 150mg/dL

 고혈압(Blood Pressure) 혈압 > 130/85mmHg

 공복시 고혈당(Fasting glucose)  Glucose ≥ 110mg/dL

스테롤혈증,고혈압, 공복시 고혈당 등 5개의 항목 중에서 3개 항목 이상을 

만족할 경우를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 다. 단, 복부비만의 진단에 있어 

ATPⅢ에서 제시한 허리둘레와 2000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제시한 허리

둘레를 적용하 을 경우를 비교 분석하 다(표5).

제 4절. 조사 및 분석내용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대상군의 일반적, 임상적 특성을 분석하 으며,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인 5개의 요인을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과 2~5개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분석하 고, 대사증후군 5개 요인 각각의 유병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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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특성

상관분석
대사증후군

상관분석

보건행태

성별 / 나이 /

교육수준 /

소득수준 / 결혼상태 /

가족력

흡연 / 음주/

식습관 / 운동 /

체중조절 / 수면 /

스트레스 /건강검진

유병률
 

그림4. 연구모형

  

분석하 다. 또 일반적 특성 및 보건의식행태에 따른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

도를 분석함으로써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제 5절. 분석방법

   통계분석은 SAS 8.1을 이용하 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보건의식 

행태, 식습관 등을 독립변수로, 건강검진결과 대사증후군을 종속변수로 하

다.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 고, 대사증

후군 요인별 유병률 및 대사증후군 유병률, 변수간의 연관성을 구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독립변수와 대사증후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결과는 p<0.05를 유의수준으로 정의하

다.



- 56 -

Ⅴ. 결   과

제 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임상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총 7,854명으로 남자가 3,554명, 여자가 4,300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44.7±15.6세(남자 44.2±14.8세, 여자 44.7±16.1세) 다. 연령대별 30

대가 1,926명(24.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598명(20.4%), 20대 1,488명

(19.0%), 50대 1,242명(15.8%), 60대 999명(12.7%), 70대 601명(7.7%)의 순이었

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4.0%, 전문대졸 21.3%, 중졸 14.6%, 초등졸 19.3%, 무

교육이 11.3% 으며, 결혼상태는 유배우가 74.3%로 가장 많았고 미혼이 

14.3%, 사별 9.9%, 이혼 1.3%, 별거 0.4%의 순이었다. 대상군의 소득수준은 

51만원에서 150만원이 48.9%로 가장 많았고, 151만원에서 300만원이 24.9%, 

50만원 이하가 22.2%, 301만원은 4.0% 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고혈압․

뇌졸중이 13.6%, 당뇨병 8.5%, 간질환 5.5%, 심장질환 3.1%의 순이었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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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

Total

(n=7,854)

Men

(n=3,554)

Women

(n=4,300)

연  령 44.7±15.6 44.2±14.8 44.7±16.1

  20~29 1,488(19.0%) 656(18.5%)   832(19.4%)

  30~39 1,926(24.5%) 910(25.6%) 1,016(23.6%)

  40~49 1,598(20.4%) 768(21.6%)  830(19.3%)

  50~59 1,242(15.8%) 560(15.8%)  682(15.9%)

  60~69  999(12.7%) 440(12.4%)  559(13.0%)

  70이상   601(7.7%) 220(6.2%)   381(8.9%)

교육수준

  무교육  890(11.3%)   167(4.7%)   723(16.8%)

  초등졸 1,512(19.3%)  594(16.7%)   918(21.4%)

  중졸 1,111(14.6%)  505(14.2%)   606(14.1%)

  고졸 2,671(34.0%) 1,324(37.3%) 1,347(31.3%)

  전문대졸 이상 1,670(21.3%)  964(27.1%)   706(16.4%)

결혼상태

  미혼 1,119(14.3%)   632(17.8%)   487(11.3%)

  유배우 5,832(74.3%) 2,797(78.7%) 3,035(70.6%)

  사별   774(9.9%)    71(2.0%)   703(16.4%)

  이혼    98(1.3%)    40(1.1%)     58(1.4%)

  별거    31(0.4%)    14(0.4%)     17(0.4%)

소득수준(n=7,164)

  ≤50만원 1,591(22.2%)  652(20.3%)  939(23.7%)

  ≤150만원 3,500(48.9%) 1,607(50.1%) 1,893(47.9%)

  ≤300만원 1,786(24.9%)  816(25.4%)   970(24.5%)

  ≥310만 원   287(4.0%)    134(4.2%)    153(3.6%)

가족력

  고혈압, 뇌졸중 1,067(13.6%)   463(13.0%)  604(14.1%)

  심장질환   242(3.1%)     92(2.6%)   150(3.5%)

  간질환   434(5.5%)    169(4.8%)   265(6.2%)

  당뇨병   666(8.5%)    268(7.5%)   3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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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상적 특성

   대상군의 평균 허리둘레는 80.5±9.4cm(남자 82.9±8.5, 여자 78.5±9.7)

고 평균 수축기 혈압은 126.0±20.0mmHg(남자 128.0±18.2, 여자 124.4±

21.2), 이완기 혈압은 78.5±12.2mmHg(남자 80.9±11.9, 여자 76.5±12.1), 중

성지방은 123.5±61.9mg/dL(남자 136.5±65.9, 여자 112.8±56.0), HDL- 

Cholesterol은 50.0±12.6mg/dL(남자 48.1±12.4, 여자 51.7±12.7), Total 

Cholesterol은 188.6±37.4mg/dL(남자 187.8±37.0, 여자 189.2±37.8), 공복시 

혈당은 101.4±32.1mg/dL(남자 102.0±31.1, 여자 100.9±33.0), BMI는 23.2±

3.2kg/㎡(남자 23.1±3.0, 여자 23.3±3.4) 다(표7).

    

  표7. 대상군의 임상적 특성

 Total

(n=7,854)

Men

(n=3,554)

Women

(n=4,300)

키(cm) 161±9.0 168.6±6.4 155.8±6.3

몸무게(kg) 60.7±10.4 65.9±10.0 56.5±8.7

체질량지수(BMI, kg/㎡) 23.2±3.2 23.1±3.0 23.3±3.4

허리둘레(cm) 80.5±9.4 82.9±8.5 78.5±9.7

엉덩이둘레(cm) 93.5±6.7 93.6±6.5 93.4±6.7

  WHR 0.9±0.1 0.9±0.1 0.8±0.1

혈압(mmHg)

   SBP 126.0±20.0 128.0±18.2 124.4±21.2

   DBP(n=7,847) 78.5±12.2 80.9±11.9 76.5±12.1

중성지방(mg/dl) 123.5±61.9 136.5±65.9 112.8±56.0

HDL-Cholesterol(mg/dl) 50.0±12.6 48.1±12.3 51.7±12.7

Total-Cholesterol(mg/dl) 188.6±37.4 187.8±37.0 189.2±37.8

공복시 혈당(mg/dl) 101.4±32.1 102.0±31.1 100.9±33.0

  <data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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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건의식행태

   대상군의 주관적 건강인식을 묻는 문항에서 본인이 매우 건강 혹은 건강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1.1% 고 보통으로 생각하는 경우 34.5%, 건강하

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24.2%로 나타났다(표8).

  표8. 대상군의 주관적 건강인식 및 흡연 행태

n Total Men Women

주관적 건강인식 7,597

  건강 3,124(41.1%) 1,563(45.8%) 1,561(37.3%)

  보통 2,622(34.5%) 1,247(36.6%) 1,375(32.9%)

  불건강 1,851(24.2%)  601(17.6%) 1,250(29.9%)

흡연 7,597

  현재흡연여부

    피운적없음 4,386(57.7%)  592(17.4%) 3,794(90.6%)

    금연(과거흡연)     674(8.9) 568(16.7%)   106(2.5%)

    흡연 2,537(33.4%) 2,251(66.0%)   286(6.8%)

  금연(과거pack-year) 674

    10> 395(58.6%) 297(52.3%) 98(92.5%)

    10~19  70(10.4%)  66(11.6%)   4(3.8%)

    20~29  84(12.5%)  84(14.8%)   0(0.0%)

    30≤ 125(18.6%) 121(21.3%)   4(3.8%)

  흡연(pack-year) 2,541

    10> 1,309(51.5%) 1,101(48.9%) 208(72.0%)

    10~19  354(13.9%)  338(15.0%)   16(5.5%)

    20~29  338(13.3%)  315(14.0%)   23(8.0%)

    30≤  540(21.3%)  498(22.1%)  4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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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군 중 현재흡연자는 33.4%(남자 66.0%, 여자 6.8%) 고, 과거흡연자

와 현재흡연자의 PACK-YEAR(흡연연수*일일평균흡연갑수)를 분석한 결과는 

10갑년 미만이 각각 58.6%(남자 52.3%, 여자 92.5%), 51.5%(남자 48.9%, 여자 

72.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30갑년 이상으로 18.6%, 21.3% 다(표8).

  표9. 대상군의 음주행태

n Total Men Women

음주 7,597

  현재음주여부

    마시지않음  2,219(29.2%) 374(11.0%) 1,845(44.1%)

    금주(과거음주)    407(5.4%)  253(7.4%)    154(3.7%)

    가끔  3,557(46.8%) 2,343(68.7%)  1,214(29.0%)

     자주 1,414(18.6%)  441(12.9%)   973(23.2%)

  1회 음주량 4,971

    소주 1병미만 3,747(75.4%) 1,662(59.7%) 2,085(95.3%)  

    1병  953(19.2%)  861(30.9%)    92(4.2%)

    2병   217(4.4%)   212(7.6%)     5(0.2%)

    3병이상    54(1.1%)    49(1.8%)     5(0.2%)

  과음빈도 4,971

    없음 2,511(50.5%) 856(30.7%) 1,655(75.7%)

    연 3회 이내 1,117(22.5%) 759(27.3%)  358(16.4%)

    3개월에 1~3회  599(12.0%) 502(18.0%)    97(4.4%)

    1개월에 1~3회  505(10.2%) 449(16.1%)    56(2.6%)

    주 1회 이상   239(4.8%)  21.8(7.8%)    21(1.0%)

  알코올의존 4,971

    금주생각경험여부 1,546(31.1%) 1,250(44.9%)  296(13.5%)

    타인의 비난여부  681(13.7%)  610(21.9%)    71(3.3%)

    죄책감, 나쁜기분  869(17.5%)  708(25.4%)   161(7.4%)

    다음날 해장술   431(8.7%)  370(13.3%)    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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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혹은 자주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전체의 65.4%(남자 81.6%, 여자 

52.2%) 으며, 특히 술을 자주 마시는 경우가 남자 12.9%, 여자 23.2%로 여

자에서 더 높았다. 1회 평균 음주량은 1병 미만이 75.4%(남자 59.7%, 여자 

95.3%)로 가장 많았고 1병 정도가 19.2% 으며, 1병이상 마시는 경우는 남자

에서 여자보다 훨씬 높았다(표9).

   주 1회 이상 과음하는 경우는 4.8%, 1개월에 1~3회 10.2%, 3개월에 1~3회 

12.0%,연 3회 이내는 22.5%, 으며, 과음을 하지 않는 경우는 50.5%(남자 

30.7%, 여자 75.7%)로 나타났다. 알코올의존에 대한 설문에서는 금주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1%(남자 44.9%, 여자 13.5%) 으며, 음주

로 인해 타인의 비난을 받은 경우는 13.7%(남자 21.9%, 여자 3.3%), 죄책감

이나 기분나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7.5%(남자 25.4%, 여자 7.4%), 음주 다

음날 해장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경우는 8.7%(남자 13.3%, 여자 2.8%)로 모

든 문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알코올 의존이 훨씬 높았다(표6).

   대상군의 식습관 중 1일 식사횟수는 3회가 전체의 78.8%로 가장 많았으

며, 1~2회는 20.3%, 4회이상 식사하는 경우는 0.9% 다. 한끼도 결식하지 않

는 경우는 51.0%(남자 56.2%, 여자 46.8%) 으며,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29.5%(남자 30.5%, 여자 28.7%), 점심은 12.5%, 저녁은 7.0%의 순이었다(표

10).

   과식은 저녁에 하는 경우가 45.7%(남자 47.9%, 여자 43.9%)로 가장 많았

고 하지 않는 경우 40.6%, 점심과식은 12.4% 아침은 0.8% 다. 식사를 규칙

적으로 하는 경우는 71.5%(남자 73.8%, 여자 69.6%) 으며,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경우도 28.5%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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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대상군의 식습관

n Total Men Women

식습관 7,155

   1일 식사횟수

     1~2회(2≥) 1,449(20.3%)   479(14.9%)  970(24.5%)

     3회 5,639(78.8%) 2,677(83.5%) 2,962(75.0%)

     4회이상(4≤)    67(0.9%)     50(1.6%)    17(0.4%)

  결식끼니

    아침 2,111(29.5%)   979(30.5%) 1,132(28.7%)

    점심   894(12.5%)    281(8.8%)  613(15.5%)

    저녁    500(7.0%)    144(4.5%)   356(9.0%)

    없음 3,650(51.0%)  1,802(56.2%) 1,848(46.8%)

  과식끼니

    아침 91(1.3%)    26(0.8%)    65(1.7%)

    점심 890(12.4%)   314(9.8%)   576(14.6%)

    저녁 3,271(45.7%) 1,537(47.9%) 1,734(43.9%)

    없음 2,903(40.6%) 1,329(41.5%) 1,574(39.9%)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5,116(71.5%) 2,366(73.8%) 2,750(69.6%)

    불규칙 2,039(28.5%)  840(26.2%) 1,199(30.4%)

 

   조사대상자 중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경우는 17.8%(남자 21.8%, 여자 

14.7%)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운동실천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 1회이상 혹은 주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경우도 전체의 20%정도에 불과

했다(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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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1. 대상군의 운동행태

n Total Men Women

운동 7,597

  규칙적 운동여부

    아니오 6,241(82.2%) 2,669(78.2%) 3,572(85.3%)

    예 1,356(17.8%)  742(21.8%)  614(14.7%)

  강도있는운동실천 1,356

    전혀 하지 않음 809(59.7%) 481(64.8%) 328(53.4%)

    가끔 260(19.2%) 131(17.7%) 129(21.0%)

    자주 실천 287(21.2%) 130(17.5%) 157(25.6%)

  주간운동횟수 7,597

    전혀 하지 않음 5,298(69.7%) 2,090(61.3%) 3,208(76.6%)

    가끔  996(13.1%)   544(16.0%)  452(10.8%)

    주 1~3회  823(10.8%)   528(15.4%)   295(7.1%)

    주 4회 이상  480(6.3%)    249(7.3%)   231(5.5%)

  주간운동시간 2,299

    1시간> 1,864(81.1%)  1,098(83.1%) 766(78.3%)

    1시간~3시간 미만   226(9.8%)   114(8.6%) 112(11.5%)

    3시간 이상   209(9.1%)   109(8.3%) 100(10.2%)

  일상생활활동형태 7,597

    안정상태   421(5.5%)   207(6.1%)   214(5.1%)

    가벼운 활동 2,889(38.0%) 1,189(34.9%) 1,700(40.6%)

    보통활동 2870(37.8%) 1,139(33.4%) 1,731(41.4%)

    심한활동  1283(16.9%)   774(22.7%)   509(12.2%)

    격심한 활동    134(1.8%)   10.2(3.0%)    32(10.8%)

  

   지난 1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체중변화 여부에서 변화가 없었던 경우

는 51.3%(남자56.6%, 여자 46.9%) 고 체중이 감소한 경우는 22.8%(남자 

22.2%, 여자 23.3%), 증가한 경우는 25.9%(남자 21.2%, 여자 29.7%)로 체중 

증가와 감소의 경우가 비슷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체중 감소정도는 2~3kg이 51.6%(남자 49.5%, 여자 53.3%)로 가장 많았으  



- 64 -

표12. 대상군의 체중조절 관련 행태

n Total Men Women

체중조절 7,597

   최근 체중변화여부

       없었다 3895(51.3%) 1,930(56.6%) 1,965(46.9%)

       감소 1,735(22.8%)   758(22.2%)   977(23.3%)

       증가 1,967(25.9%)   723(21.2%) 1,244(29.7%)

    체중감소정도

      1kg≥ 207(11.9%)  99(13.1%) 108(11.1%)

      2~3kg 896(51.6%) 375(49.5%) 521(53.3%)

      4~7kg 527(30.4%) 229(30.2%) 298(30.5%)

      8 kg≤ 105(6.1%)   55(7.3%)   50(5.1%)

    체중증가정도

      1kg≥  245(12.5%)  93(12.9%) 152(12.2%)

      2~3kg 1,012(51.5%) 366(50.6%) 646(51.9%)

      4~7kg  574(29.2%) 216(29.9%) 358(28.8%)

      8 kg≤  136(6.9%)  48(6.6%)  88(7.1%)

  체중조절노력 2,446

     감소 노력 1,906(77.9%)  609(61.2%) 1,297(89.4%)

     증가 노력  540(22.1%) 386(38.8%)   154(10.6%)

  체중감소방법 1,906

     운동 971(50.9%) 428(70.3%) 543(41.9%)

     식이요법 275(14.4%)  68(11.2%) 207(16.0%)

     다이어트식품   28(1.5%)    3(0.5%)  25(1.9%)

     단식, 절식 578(30.3%)  90(14.8%) 88(37.6%)

     의약품 복용   14(0.7%)    3(0.5%)  11(0.8%)

     비만클리닉이용    3(0.2%)    1(0.2%)   2(0.2%)

     한방요법   11(0.6%)    2(0.3%)   9(0.7%)

     기타   26(1.4%)   14(2.3%)  12(0.9%)

  체중조절 이유 1,906

     과다체중, 비만 509(26.7%) 174(28.6%) 335(25.8%)

     질병치료  152(7.8%)   42(6.9%) 110(8.5%)

     건강과 체력향상 740(38.9%) 331(54.4%) 409(31.5%)

     균형있는외모유지 502(26.3%)  62(10.2%) 440(33.9%)

     기타   3(0.2%)   0(0.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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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7kg 30.4%(남자 30.2%, 여자 30.5%), 1kg 이하 11.9%(남자 13.1%, 여자 

11.1%) 8kg 이상 6.1%(남자 7.3%, 여자 5.1%) 다. 체중 증가정도는 2~3kg이 

51.5%(남자 50.6%, 여자 51.9%)로 가장 많았고 4~7kg 29.2%(남자 29.9%, 여  

   

  표13. 대상군의 스트레스 및 수면, 휴식 등 행태

n Total Men Women

평소 스트레스정도 7,597

     없음 1,287(16.9%) 579(17.0%)  708(16.9%)

     조금 3,553(46.8%) 1,617(47.4%) 1,936(46.3%)

     많이 2,757(36.3%) 1,215(35.6%) 1,542(36.8%)

수면 7,597

  하루 수면시간

    6시간> 1,001(13.2%) 398(11.7%)   603(14.4%)

    6시간~8시간 4,225(55.6%) 1,924(56.4%) 2,301(55.0%)

    8시간< 2,371(31.2%) 1,089(31.8%) 1,282(30.6%)

  충분한 수면여부

    충분 5,064(66.7%) 2,325(68.2%) 2,739(65.4%)

    불충분 2,533(33.3%) 1,086(31.8%) 1,447(34.6%)

평소의 피로정도 7,597

  거의느끼지 않음 1,327(17.5%) 652(19.1%) 675(16.1%)

  때때로 4,760(62.7%) 2,183(64.0%) 2,577(61.6%)

   언제나 1,510(19.9%) 576(16.9%)  934(22.3%)

주간 휴식가능일수 7,597

  거의 없음 2,099(27.6%) 802(23.5%) 1,297(31.0%)

  주 1~2회 3,562(46.9%) 1,899(55.7%) 1,663(39.7%)

  주 3회 이상 1,936(25.5%) 710(20.8%) 1,226(29.3%)

건강검진 여부 7,597

  예 3,683(48.5%) 1,913(56.1%) 1,770(42.3%)

  아니오 3,914(51.5%) 1,498(43.9%) 2,41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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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8.8%), 1kg 이하 12.5%(남자 12.9%, 여자 12.2%), 8kg 이상 6.9%(남자 

6.6%, 여자 7.1%)의 순으로 감소와 증가정도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12).

   최근들어 체중조절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는 응답자 7,597명 중 2446명

으로 32.2% 으며, 체중조절 노력을 하는 사람 중 감소노력을 하는 경우는 

77.9%(남자61.2%, 여자 89.4%) 으며 증가노력을 하는 경우는 22.1%(남자 

38.8%, 여자 10.6%)로 남녀 모두 체중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에서 체중증가보다는 감소를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감소방법으로는 운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50.9%로 가장 많았

다. 또 체중조절 이유는 건강과 체력향상 38.9%, 과다체중, 비만 26.7%, 균형

있는 외모유지 26.3%, 질병치료 7.8% 등의 순이었다(표12).

   평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받는 경우가 전체의 83.1%로 대부분의 국민

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수면시간은 6~8시

간이 55.6%, 8시간 이상이 31.2% 다. 평소의 수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6.7% 으며 수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33.3%나 되었다(표

13).

   또 주간 휴식 가능일수는 주 1~2회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없는 

경우도 27.6% 다. 최근 2년동안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는 

48.5%로 전체의 반수 정도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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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대사증후군 유병률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별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복부비만은 ATPⅢ

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9.9%(남자 1.4%, 여자 16.9%) 으며, 아시아․태평

양 허리둘레 기준을 적용할 경우 31.9%(남자 20.3%, 여자 41.7%)로 나타났

다. 고혈압은 20.7%(남자 24.3%, 여자 17.7%), 고중성지방혈증은 29.1%(남자 

36.6%, 여자 22.9%), 저 HDL- Cholesterol은 37.5%(남자 25.0%, 여자 47.8%), 

공복시 혈당은 20.4%(남자 21.8%, 여자 18.9%) 다(표14).

   복부비만의 경우 ATPⅢ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아시아․태평양 기준

을 적용했을 때 유병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부비만, 저 HDL- 

Cholesterol의 유병률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았으며, 고혈압, 고중성지방혈

증, 공복시 혈당의 유병률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 5개 항목의 보유수에 따른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표14.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별 유병률

 Total

(n=7854)

Men

(n= 3554)

Women

(n=4300)
P-value

복부비만

   ATPⅢ 기준   778(9.9%)     50(1.4%)    728(16.9%) <.0001

  아시아․태평양기준 2,506(31.9%)   712(20.0%) 1,794(41.7%) <.0001

고혈압 1,621(20.7%)   863(24.3%)   758(17.7%) <.0001

고중성지방혈증 2,286(29.1%) 1,301(36.6%)   985(22.9%) <.0001

저 HDL-Cholesterol 2,943(37.5%)  887(25.0%) 2,056(47.8%) <.0001

공복시 고혈당 1,590(20.2%)  776(21.8%)  814(18.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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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5.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 보유수에 따른 유병률(ATPⅢ 기준)

 Total

(n=7854)

Men

(n=3554)

Women

(n=4300)
P-value

 정상 6,808(86.7%) 3,194(89.9%) 3,614(84.0%)

<.0001

    0 2,707(34.5%) 1,262(35.5%) 1,445(33.6%)

    1 component 2,447(31.2%) 1,129(31.8%) 1,318(30.7%)

    2 components 1,654(21.1%)  803(22.6%)   851(19.8%)

 대사증후군 1,046(13.3%)  360(10.1%)  686(16.0%)

    3 components   761(9.7%)   300(8.4%)   461(10.7%)

    4 components   245(3.1%)    58(1.6%)   187(4.4%)

    5 components    40(0.5%)     2(0.1%)    38(0.9%)

  표16.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보유수에 따른 유병률(아시아․태평양 기준)

 Total

(n=7854)

Men

(n=3554)

Women

(n=4300)
P-value

 정상 6,298(80.2%) 2,962(83.3%) 3,336(77.6%)

<.0001

    0 2,345(29.9%) 1,156(32.5%) 1,189(27.7%)

    1 component 2,248(28.6%) 1,048(29.5%) 1,200(27.9%)

    2 components 1,705(21.7%)  758(21.3%)  947(22.0%)

 대사증후군 1,556(19.8%)  592(16.7%)  964(22.4%)

    3 components 1,038(13.2%)  425(12.0%)  613(14.3%)

    4 components   416(5.3%)   135(3.8%)   281(6.5%)

    5 components   102(1.3%)    32(0.9%)    70(1.6%)

ATPⅢ 진단기준에 따라 3항목 이상을 보유한 대사증후군의 전체 유병률은 

13.3%(남자 10.1%, 여자 16.0%) 으며(표15), 아시아․태평양 기준에 따른 대

사증후군의 전체 유병률은 19.8%(남자 16.7%, 여자 22.4%)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유병률을 나타냈다(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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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ATPⅢ 기준에서는 20대 3.7%, 30대 6.6%, 

40대 13.3%, 50대 21.7%, 60대 24.8%, 70대 이후 22.0%로 60대까지 유의하게 

증가하다가 70대 이후에는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표17). 아시아 태평

양 기준에서는 20대 6.2%, 30대 11.3%, 40대 21.2%, 50대 31.5%, 60대 34.1%, 

  표17. 연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ATPⅢ 기준)

Total
Men Women

n 대사증후군 정 상 n 대사증후군 정상

20~29 55/1,488(3.7%) 656  27(4.1%) 629(95.9%)   832  28(3.4%) 804(96.6%)

30~39 128/1,926(6.6%) 910  71(7.8%) 839(92.2%) 1,016  57(5.6%) 959(94.4%)

40~49 213/1,598(13.3%) 768 108(14.1%) 660(85.9%)   830 105(12.7%) 725(87.3%)

50~59 270/1,242(21.7%) 560  84(15.0%) 476(85.0%)   682 186(27.3%) 496(72.7%)

60~69~  248/999(24.8%) 440  47(10.7%) 393(89.3%)   559 201(36.0%) 358(64.0%)

70  132/601(22.0%) 220  23(10.5%) 197(89.5%)   381 109(28.6%) 272(71.4%)

1,046/7,854(13.3%) 3,554 360(10.1%) 3,194(89.9%) 4,300 686(16.0%) 3,614(84.0%)

  표18. 연령별 대사증후군 유병률(아시아․태평양 기준)

Total
Men Women

n 대사증후군 정 상 n 대사증후군 정상

20~29  92/1,488(6.2%) 656 45(6.9%) 611(93.1%)   832 47(5.6%) 785(94.3%)

30~39 217/1,926(11.3%) 910 123(13.5%) 787(86.5%) 1,016 94(9.3%) 922(90.7%)

40~49 338/1,598(21.2%) 768 176(22.9%) 592(77.1%)   830 162(19.5%) 668(80.5%)

50~59 391/1,242(31.5%) 560 132(23.6%) 428(76.4%)   682 259(38.0%) 423(62.0%)

60~69~ 341/999(34.1%) 440 82(18.6%) 358(81.4%)   559 259(46.3%) 300(53.7%)

70 177/601(29.5%) 220 34(15.5%) 186(84.5%)   381 143(37.5%) 238(62.5%)

1,556/7,854(19.8%) 3,554 592(16.7%) 2,962(83.3%) 4,300 964(22.4%) 3,33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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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이후 29.5%로, 모든 연령대에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ATPⅢ기준을 적

용했을 때보다 증가되었다. 남자의 경우 40대애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50대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서는 40대 이

후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남녀 모두 70대에는 약간 감소하 다

(표18). 

   한편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진단기준 항목의 보유 경향을 살펴본 바, ATP

Ⅲ 기준에서는 1,046명 중 82.4%에서 저 HDL-콜레스테롤, 고 중성지방혈증

을 보유하고 있었다. 남자의 경우 복부비만을 제외한 4개항목 모두를 환자의 

70% 이상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고 중성지방혈증은 95.0%에서 보유

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는 저 HDL-콜레스테롤, 고 중성지방혈증을 각각 

87.5%, 75.8%에서 보유하고 있었다(표19).

   아시아․태평양 기준에서는 1,556명 중 복부비만을 80.9%에서, 저 HDL-

콜레스테롤은 77.0%, 고 중성지방혈증은 76.5%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남자

의 경우 고 중성지방혈증을 88.0%에서, 여자의 경우 복부비만을 89.3%에서,  

  

  표19.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 보유 경향

ATPⅢ 기준 아시아․태평양 기준

Total
(n=1,046)

Men
(n=360)

Women
(n=686)

Total
(n=1,556)

Men
(n=592)

Women
(n=964)

복부비만 454(43.4%)   29(8.1%) 425(62.0%) 1,259명(80.9%) 298(67.2%) 861(89.3%)

저 HDL-콜레스테롤 862(82.4%) 262(72.8%) 600(87.5%) 1,198명(77.0%) 364(61.5%) 834(86.5%)

고 중성지방혈증 862(82.4%) 342(95.0%) 520(75.8%) 1,190명(76.5%) 521(88.0%) 669(69.4%)

고혈압 637(61.0%) 252(70.0%) 385(56.1%) 823명(52.9%) 356(60.1%) 467(48.4%)

공복시 혈당 648(62.0%) 257(71.4%) 391(57.0%) 818명(52.6%) 336(56.8%) 4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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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HDL-콜레스테롤 86.5%에서 보유하는 등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표19).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의 보유경향은 ATPⅢ 진단기준에서 남자는 복

부비만을 제외한 4개항목을 70%이상에서 보유하 으며, 특히 고중성지방혈

증은 95.0%에서 보유하 다. 여자는 저 HDL-콜레스테롤과 고중성지방혈증

을 70%이상에서 보유하 다. 아시아/태평양 진단기준에서는 남자의 경우 고

중성지방혈증을 88.0%에서, 여자의 경우 복부비만 및 저 HDL-콜레스테롤을 

80%이상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제 3절. 보건의식행태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 및 보건의식행태와 대사증후군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령과 성을 통제한 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 일반적 특성요인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를 기준으로 하 을 때 연령의 경우, 20대에 비해 30대, 40대, 50

대, 60대, 70대 이상에서 대사증후군이 나타날 교차비(Odds Ratio)는 각각    

1.9배, 4.1배, 7.4배, 8.7배, 7.1배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 다(p<.0001). 70대 이후에서는 교차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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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0. 연령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아시아․태평양 기준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연령

 20~29 1.0 1.0 1.0 1.0 1.0 1.0

 30~39 1.9(1.4~2.6) 1.7(0.9~2.9) 1.4(0.8~2.4) 1.5(1.1~2.1) 2.1(1.5~3.0) 1.7(1.2~2.4)

 40~49 4.1(3.0~5.6) 2.4(1.2~6.1) 2.8(1.5~5.6) 2.6(1.7~3.9) 4.0(2.9~5.7) 3.1(2.9~5.7)

 50~59 7.4(5.4~9.9) 2.4(0.7~7.7) 6.0(2.5~14.3) 3.4(1.9~6.1) 4.2(2.9~6.0) 10.2(7.3~14.3)

 60~69 8.7(6.4~11.8) 1.3(0.3~6.2) 7.4(2.5~22.1) 3.0(1.4~6.4) 3.1(2.1~4.0) 14.4(10.3~20.2)

 70~ 7.1(5.1~10.0) 1.1(0.2~7.5) 4.2(1.0~16.8) 1.8(0.7~4.6) 2.5(1.5~4.0) 10.0(7.0~14.4)

  * sex adjusted

  

을 보 으나 대상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

다(표20).

   교육수준에 따른 교차비는 전문대졸 이상에 비해 고졸 1.0배, 중졸 1.4배,  

초등졸 1.5배, 무교육 1.0%배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았으며(p<0.05), 여자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기준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고졸 1.6배(95%CI 1.1~2.3), 중

졸 3.1배(2.1~4.4), 초등졸 3.6배(2.5~5.3), 무교육 2.2배(1.4~3.4)로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표21).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결혼한 사람에게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더 높

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 또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상태에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p>0.05). 단,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 특히 여자에서 교차비가 높은 것으  



- 73 -

   표21. 대상군의 일반적 특성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1.0 1.0 1.0 1.0 1.0 1.0

 고졸 1.0(0.8~1.2) 1.0(0.8~1.4) 1.1(0.8~1.7) 1.1(0.9~1.4) 1.1(0.9~1.4) 1.6(1.1~2.3)

 중졸 1.4(1.1~1.8) 1.2(0.8~1.7) 2.0(1.3~3.0) 1.6(1.3~2.0) 1.1(0.8~1.5) 3.1(2.1~4.4)

 초등졸 1.5(1.1~1.9) 1.1(0.7~1.6) 2.2(1.4~3.3) 1.7(1.4~2.2) 0.9(0.7~1.3) 3.6(2.5~5.3)

 무교육 1.0(0.7~1.4) 0.4(0.2~0.8) 1.2(0.8~2.0) 1.2(0.9~1.6) 0.4(0.2~0.7) 2.2(1.4~3.4)

결혼상태

 미혼 1.0 1.0 1.0 1.0 1.0 1.0

 유배우 1.4(1.0~1.8) 1.8(1.2~2.7) 1.3(0.8~2.2) 1.7(1.3~2.2) 2.6(1.8~3.7) 1.4(0.9~2.1)

 사별 1.3(0.9~1.9) 0.8(0.3~2.3) 1.0(0.5~1.7) 1.5(1.1~2.2) 1.3(0.6~2.9) 0.9(0.5~1.4)

 이혼 1.1(0.6~2.3) 2.1(0.8~5.8) 0.8(0.3~2.3) 1.5(0.9~2.8) 2.4(1.0~5.8) 1.1(0.5~2.5)

 별거 2.9(1.2~7.0) 1.2(0.1~9.2) 3.9(1.2~12.0) 2.6(1.1~6.0) 0.9(0.1~7.0) 3.2(1.1~9.5)

소득수준

 ≤50만원 1.0 1.0 1.0 1.0 1.0 1.0

 ≤150만원 1.1(0.9~1.3) 1.0(0.7~1.4) 1.1(0.9~1.4) 1.1(0.9~1.3) 1.1(0.9~1.4) 1.1(0.9~1.4)

 ≤300만원 1.0(0.8~1.2) 1.1(0.7~1.5) 0.9(0.7~1.2) 1.0(0.8~1.2) 1.1(0.9~1.5) 0.9(0.7~1.1)

 ≥301만원 1.3(0.9~1.9) 1.9(1.1~3.3) 0.9(0.5~1.5) 1.1(0.8~1.5) 1.8(1.1~2.8) 0.7(0.4~1.1)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로 나타났다(p<0.05) (표2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p>0.05), 남자의 경우 3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유의하게 대사증후군

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p<0.05)(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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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2. BMI 및 가족력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BMI

   18.5> 1.0 1.0 1.0 1.0 1.0 1.0

   18.5~24.9 4.0(2.2~7.1) 2.7(1.2~6.3) 5.1(2.2~4.8) 6.3(3.5~11.3) 3.9(1.7~8.9) 9.1(3.9~20.9)

   25.0~29.9 14.8(8.2~27.0) 8.1(3.5~18.9) 21.0(9.0~49.0) 31.3(17.3~56.7) 25.8(11.1~59.9) 35.1(15.1~81.4)

   30≤ 52.1(27.0~100.8) 32.3(12.1~86.7) 67.9(273~168.8) 67.2(34.8~129.8) 79.4(29.5~213.5) 66.1(26.7~163.8)

가족력

  고혈압․뇌졸중 1.2(1.0~1.5) 1.6(1.2~2.1) 1.0(0.8~1.3) 1.2(1.0~1.4) 1.4(1.1~1.8) 1.0(0.8~1.2)

  심장질환 1.1(0.7~1.6) 1.4(0.8~2.6) 0.9(0.6~1.5) 1.1(0.8~1.5) 1.3(0.8~2.2) 1.0(0.7~1.6)

  간질환 1.0(0.7~1.3) 1.2(0.8~2.0) 0.8(0.6~1.2) 1.0(0.8~1.4) 1.2(0.8~1.8) 1.0(0.7~1.3)

  당뇨병 1.3(1.0~1.6) 1.4(1.0~2.1) 1.2(0.9~1.7) 1.4(1.1~1.7) 1.6(1.2~2.2) 1.2(0.9~1.6)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2. BMI 및 가족력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비만도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급격히 증가하 으며(p<.0001),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서는 크게 유의한 결과가 없었으나(p>0.05), ATPⅢ, 아

시아 태평양기준 모두에서 남자의 고혈압 가족력이, 아시아․태평양기준을 

적용하 을 때 남자에서 당뇨병 가족력이 유의하 다(p<0.002)(표22).

   3. 주관적 건강인식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스스로 매우 건강 혹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건강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대사증후군이 나타날 교차비가 ATPⅢ 기준과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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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3. 주관적 건강인식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건강 1.0 1.0 1.0 1.0 1.0 1.0

보통 1.1(0.9~1.3) 1.1(0.8~1.4) 1.2(0.9~1.5) 1.0(0.9~1.2) 1.0(0.8~1.3) 1.1(0.9~1.3)

불건강 1.4(1.2~1.6) 1.3(1.0~1.8) 1.4(1.2~1.8) 1.3(1.1~1.5) 1.2(0.9~1.5) 1.4(1.1~1.7)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태평양 기준에서 각각 1.4배(남자 1.3배, 여자 1.8배), 1.3배(남자 1.2배, 여자 

1.4배)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에서 대사증후

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표23).

   4. 흡연 및 음주습관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한번도 흡연한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현재 흡연하는 사람에서 대사증후

군 위험이 높았으나 흡연여부 만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과거 

흡연자에 대한 PACK-YEAR(1일 흡연갑수*흡연연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

과에서는 PACK_YEAR가 높을수록, 특히 남자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p>0.05). 

   현재 흡연자에서는 PACK-YEAR가 높을수록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졌

으며(p<0.05), 특히 여자에서 30갑년 이상인 경우 교차비가 급격히 증가하

다(p<0.003)(표24). 

   술을 전혀 마신 적이 없는 사람에 비해 현재 술을 마시는 경우에 대사증

후군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남자의 경우 현재는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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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4. 흡연 및 음주행태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흡연

  현재흡연여부

    피운적없음 1.0 1.0 1.0 1.0 1.0 1.0

    금연 0.8(0.6-1.1) 0.9(0.6~1.3) 0.8(0.5~1.3) 0.9(0.7~1.1) 1.1(0.8~1.5) 0.6(0.4~1.0)

    현재흡연 1.1(0.9~1.4) 1.0(0.8~1.4) 1.0(0.7~1.4) 1.1(0.9~1.3) 1.1(0.9~1.4) 1.0(0.7~1.3)

  금연(과거PACK-YEAR)

    10> 1.0 1.0 1.0 1.0 1.0 1.0

    10~19 1.5(0.6~3.4) 1.2(0.5~3.1) 5.4(0.5~57.0) 1.6(0.8~3.0) 1.2(0.6~2.5) 5.4(0.5~57.0)

    20~29 1.6(0.8~3.5) 1.8(0.8~3.9) - 1.6(0.9~2.8) 1.6(0.9~2.9) -

    30≤ 1.4(0.7~2.8) 2.1(0.3~16.4) <0.001 1.1(0.6~1.9) 1.4(0.8~2.4) <0.001

  흡연(PACK-YEAR)

    10> 1.0 1.0 1.0 1.0 1.0 1.0

    10~19 1.0(0.7~1.3) 1.0(0.6~1.3) 1.0(0.4~2.1) 1.3(1.0~1.7) 1.3(1.0~1.8) 1.3(0.6~2.6)

    20~29 1.5(0.1~2.1) 1.4(1.0~2.1) 1.8(0.7~4.7) 1.8(1.3~2.4) 1.8(1.3~2.4) 1.5(0.6~3.7)

    30≤ 1.6(1.1~2.3) 1.4(0.9~2.1) 4.3(1.4~12.7) 1.5(1.1~2.1) 1.3(1.0~1.9) 3.6(1.2~10.5)

음주

  현재음주여부

    마신적없음 1.0 1.0 1.0 1.0 1.0 1.0

    금주(과거음주) 1.3(1.1~1.6) 1.6(1.1~2.4) 1.1(0.8~1.4) 1.3(1.1~1.5) 1.4(1.0~1.9) 1.1(0.9~1.4)

    가끔 1.3(0.9~1.8) 1.6(0.9~2.7) 1.2(0.8~2.0) 1.2(0.9~1.6) 1.2(0.8~1.9) 1.3(0.8~1.9)

    자주 1.6(1.3~1.9) 1.6(0.9~2.5) 1.4(1.1~1.8) 1.5(1.3~1.8) 1.4(0.9~2.0) 1.4(1.1~1.8)

  음주(1회음주량)

    소주 1병미만 1.0 1.0 1.0 1.0 1.0 1.0

    1병 1.4(1.1~1.8) 1.4(1.0~2.0) 1.4(1.0~2.1) 1.2(1.0~1.5) 1.2(0.9~1.6) 1.2(0.9~1.8)

    2병 1.6(1.2~2.1) 1.4(1.0~2.0) 2.4(1.2~4.7) 1.5(1.2~2.0) 1.4(1.1~1.8) 2.2(1.2~4.0)

    3병 이상 2.3(1.5~3.7) 2.0(1.2~3.2) 7.2(1.1~46.8) 2.3(1.6~3.3) 1.9(1.3~2.9) 10.0(1.6~64.3)

  과음빈도

    없음 1.0 1.0 1.0 1.0 1.0 1.0

    연 3회 이내 1.2(0.9~1.6) 1.4(1.0~1.9) 1.0(0.7~1.6) 1.1(0.9~1.3) 1.2(0.9~1.5) 0.9(0.6~1.3))

    3개월에 1~3회 1.3(0.9~1.8) 1.2(0.8~1.9) 1.2(0.6~2.6) 1.2(0.9~1.6) 1.2(0.8~1.6) 1.4(0.8~2.6)

    1개월에 1~3회 1.7(1.2~2.3) 1.5(1.0~2.1) 3.9(2.0~7.4) 1.6(1.2~2.1) 1.491.1~1.9) 3.1(1.7~5.8)

     주 1회 이상 1.9(1.3~2.9) 2.2(1.4~3.4) <0.001 1.8(1.3~2.5) 1.9(1.3~2.8) 0.9(0.2~3.9)

  알코올의존

    금주생각경험여부 1.4(1.1~1.7) 1.4(1.1~1.8) 1.3(0.9~1.9) 1.3(1.1~1.6) 1.3(1.1~1.6) 1.4(1.0~2.0)

    타인의 비난여부 1.5(1.1~1.9) 1.4(1.1~1.9) 2.6(1.4~5.0) 1.4(1.4~1.7) 1.4(1.1~1.7) 2.3(1.3~4.1)

    죄책감, 나쁜기분 1.4(1.1~1.8) 1.3(1.0~1.7) 1.9(1.2~3.1) 1.3(1.1~1.6) 1.2(0.9~1.5) 2.0(1.3~3.0)

    다음날 해장술 1.1(0.8~1.5) 1.2(0.8~1.6) 1.0(0.4~2.5) 1.1(0.9~1.5) 1.1(0.9~1.5) 1.6(0.8~3.3)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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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과거에 음주를 한 경우에, 여자의 경우 현재 자주 음주를 하는 경우

에서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 평균 1회 음주량이 많을수록, 과음빈도

가 높을수록 교차비도 유의하게 높아졌다(p<.0001).

   알코올 의존이 대사증후군 발생에 미치는 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평소 

술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술을 마시는 것 때문에 남 

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음주로 인해 죄책감이나 나쁜 기분

이 들 때가 있는 경우에서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4), 술마

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시는지의 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표24).

   5. 식습관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1일 식사횟수는 대사증후군 발생에 대한 교차비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p>0.05). 결식끼니 여부에서도 유의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결식끼니가 없는 사람에 비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갈수록 대사증후군 위험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과식끼니 여부에서는 한 끼니도 과식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전체적으로 아침을 과식할 경우 교차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p<0.05), 특히 남자의 경우 대사증후군 교차비가 ATPⅢ 기준에서 아침

과식이 1.3배(95% CI : 1.0~1.8), 저녁과식이 3.6배(95% CI : 1.5~8.8), 아시

아․태평양 기준에서 아침과식이 1.6배(95% CI : 1.2~1.9), 저녁과식이 3.1배 

(95% CI : 1.3~7.1)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5)(표25). 

   또, 규칙적 식사여부에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에 비해 규칙적이  

 지 못한 사람에서 대사증후군 발생에 대한 교차비가 약각 증가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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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5. 식습관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일 식사횟수

  1~2 1.0 1.0 1.0 1.0 1.0 1.0

  3 1.1(0.9~1.4) 1.0(0.7~1.4) 1.1(0.8~1.4) 1.2(1.0~1.4) 1.1(1.0~1.5) 1.2(1.0~1.5)

  4회 이상 1.1(0.5~2.7) 0.9(0.3~2.5) 0.5(0.2~1.4) 0.6(0.3~1.5) 1.4(0.3~6.5) 0.9(0.2~4.2)

결식끼니

  없음 1.0 1.0 1.0 1.0 1.0 1.0

  아침 1.0(0.8~1.4) 0.9(0.5~1.6) 1.1(0.8~1.5) 1.1(0.8~1.3) 1.1(0.7~.17) 1.1(0.8~1.4)

  점심 1.0(0.8~1.3) 1.3(0.9~1.9) 0.9(0.7~1.2) 1.0(0.9~1.2) 1.2(0.9~1.7) 1.0(0.8~1.2)

  저녁 1.0(0.8~1.2) 1.3(1.0~1.8) 0.7(0.6~0.9) 0.9(0.8~1.1) 1.1(0.9~1.4) 0.7(0.6~0.9)

과식끼니

  없음 1.0 1.0 1.0 1.0 1.0 1.0

  아침 1.3(1.1~1.5) 1.3(1.0~1.8) 1.2(1.0~1.5) 1.2(1.1~1.4) 1.6(1.2~1.9) 1.0(0.8~1.2)

  점심 1.0(0.8~1.3) 0.9(0.6~1.5) 1.1(0.8~1.4) 1.1(0.9~1.3) 1.0(0.7~1.5) 1.0(0.8~1.3)

  저녁 1.3(0.7~2.3) 3.6(1.5~8.8) 0.8(0.4~1.7) 1.1(0.6~1.8) 3.1(1.3~7.1) 0.6(0.3~1.2)

식사의 규칙성

  규칙적 1.0 1.0 1.0 1.0 1.0 1.0

  불규칙 1.1(1.0~1.3) 1.4(1.1~1.8) 1.0(0.8~1.2) 1.9(0.9~1.2) 1.2(1.0~1.5) 1.0(0.8~1.2)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보 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p>0.05), 특히 남자의 경우에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 다(p<0.05)(표25).

   6. 운동습관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전  

혀 하지 않는 경우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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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희 등, 2002; 임열리 등, 2003), 이 연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 여부, 주간운동 횟수, 주간 운동시간(1회 운동시간  

 

  표26. 운동습관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규칙적 운동여부

  예 1.0 1.0 1.0 1.0 1.0 1.0

  아니오 1.0(0.8~1.2) 1.0(0.8~1.3) 1.0(0.8~1.3) 1.0(0.9~1.2) 1.0(0.8~1.3) 1.0(0.8~1.2)

강도있는운동실천

  전혀 하지 않음 1.0 1.0 1.0 1.0 1.0 1.0

  가끔 1.2(0.8~1.8) 1.8(1.0~3.1) 0.9(0.5~1.6) 1.3(0.9~1.8) 1.6(1.0~2.5) 1.1(0.6~1.8)

  자주실천 0.8(0.5~1.3) 0.8(0.4~1.6) 0.8(0.4~1.4) 0.8(0.5~1.1) 0.6(0.3~1.1) 0.9(0.5~1.5)

주간운동횟수

  전혀 하지 않음 1.0 1.0 1.0 1.0 1.0 1.0

  가끔 1.2(1.0~1.5) 1.2(0.9~1.7) 1.1(0.8~1.5) 1.2(1.0~1.4) 1.3(1.0~1.6) 1.0(0.7~1.3)

  주 1~3회 1.0(0.8~1.3) 0.8(0.6~1.2) 1.2(0.8~1.7) 1.1(0.9~1.4) 1.1(0.8~1.4) 1.1(0.8~1.5)

  주 4회 이상 1.1(0.9~1.5) 1.0(0.6~1.5) 1.3(0.9~1.9) 1.1(0.9~1.4) 1.2(0.9~1.17) 1.1(0.7~1.5)

주간운동시간

  1시간> 1.0 1.0 1.0 1.0 1.0 1.0

  3시간> 0.7(0.4~1.1) 0.7(0.4~1.5) 0.7(0.3~1.3) 0.8(0.5~1.1) 1.1(0.7~1.9) 0.5(0.2~0.9)

  3시간≤ 1.3(0.8~1.9) 0.9(0.5~1.8) 1.6(0.9~2.8) 1.1(0.8~1.6) 0.7(0.4~1.2) 1.7(1.0~2.7)

일상생활활동형태

  안정상태 1.0 1.0 1.0 1.0 1.0 1.0

  가벼운 활동 1.2(0.9~1.6) 1.5(0.92.5) 1.1(0.8~1.6) 1.0(0.8~1.3) 1.0(0.7~1.5) 1.1(0.8~1.5)

  보통활동 1.1(0.8~1.4) 1.2(0.7~2.1) 1.1(0.7~1.6) 1.0(0.8~1.3) 1.0(0.7~1.5) 1.1(0.8~1.6)

  심한활동 1.1(0.8~1.5) 1.2(0.7~2.0) 1.1(0.7~1.7) 1.0(0.7~1.3) 0.8(0.6~1.3) 1.2(0.8~1.7)

  격심한 활동 1.0(0.5~1.7) 0.8(0.3~2.1) 1.2(0.4~3.1) 1.0(0.6~1.7) 0.8(0.4~1.5) 1.7(0.8~4.0)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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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운동횟수) 등에서 자주, 많이, 오래할수록 교차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5)(표26).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자주 하거나 주간운동횟수가 많은 사

람, 주간 운동시간이 많은 사람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높은 것은 운동

을 자주, 많이, 오래하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인 사람이 많았던 것에 기인하는 

결과이다. 

   일상생활활동 형태에서도 안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 비해 활동강도가 높

아질수록 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역시 유의

할 수준의 결과는 아니었다(p>0.05)(표26).

   7. 체중조절여부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최근 1년간 체중변화가 없었던 비해 변화가 있었던 사람에게서 대사증후

군의 교차비가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체중이 감소된 사람보다 체중이 증가한 

사람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p<0.01)(표27). 또 

ATPⅢ 기준을 적용했을 때보다 아시아 태평양 기준을 적용했을 때 남자에

서 위험도가 증가하 다(p<.0001).

   체중감소 정도 정도가 클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여자의 경우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ATPⅢ 기준 하의 남자에

서 4~7kg 감소했을 때 위험도가 증가하 다(p<0.05).  체중증가 정도에서도 

증가정도가 클수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p>0.05).

   또 최근 1년간 체중감소를 위한 노력을 한 사람에 비해 체중증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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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7. 체중조절 여부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최근 체중변화 여부

   없었다 1.0 1.0 1.0 1.0 1.0 1.0

   체중감소 1.1(0.9~1.3) 1.0(0.8~1.3) 1.1(0.9~1.4) 1.0(0.9~1.2) 1.0(0.8~1.2) 1.1(0.9~1.3)

   체중증가 1.3(1.1~1.5) 1.2(0.9~1.5) 1.4(1.1~1.7) 1.4(1.2~1.6) 1.6(1.3~2.0) 1.3(1.1~1.6)

체중감소정도

   1kg≥ 1.0 1.0 1.0 1.0 1.0 1.0

   2~3kg 1.4(0.9~2.3) 2.2(0.8~5.9) 1.1(0.6~1.9) 1.5(1.0~2.3) 1.6(0.8~3.1) 1.4(0.8~2.4)

   4~7kg 2.2(1.3~3.6) 3.6(1.3~9.7) 1.6(0.8~2.9) 1.9(1.2~30.0) 2.0(1.0~4.2) 1.6(0.9~2.9)

   8kg≤ 2.3(1.2~4.6) 3.1(0.9~10.4) 2.0(0.8~4.8) 2.2(1.2~4.1) 2.5(1.0~6.1) 1.9(0.8~4.5)

체중증가정도

   1kg≥ 1.0 1.0 1.0 1.0 1.0 1.0

   2~3kg 0.9(0.6~1.4) 1.6(0.7~4.0) 0.7(0.4~1.2) 1.1(0.7~1.5) 1.2(0.6~2.1) 1.0(0.6~1.6)

   4~7kg 1.2(0.7~1.8) 2.2(0.9~5.7) 0.9(0.5~1.6) 1.3(0.9~2.0) 1.7(0.9~3.3) 1.2(0.7~2.0)

   8kg≤ 1.7(0.9~3.2) 2.6(0.7~8.2) 1.7(0.8~3.5) 2.0(1.1~3.5) 2.0(0.9~4.9) 2.0(1.0~4.0)

체중조절노력

   감소노력 1.0 1.0 1.0 1.0 1.0 1.0

   증가노력 0.2(0.2~0.4) 0.3(0.2~0.5) 0.1(0.1~0.3) 0.1(0.1~0.2) 0.1(0.1~0.2) 0.2(0.1~0.3)

체중감소방법

   운동 1.0 1.0 1.0 1.0 1.0 15.7

   식이요법 0.9(0.6~1.3) 0.8(0.4~1.6) 1.0(0.6~1.6) 1.0(0.7~1.4) 1.0(0.6~1.8) 1.0(0.7~1.6)

   다이어트식품섭취 1.1(0.3~3.8) 2.9(0.3~33.6) 0.9(0.2~4.3) 0.9(0.3~2.8) 1.4(0.1~15.5) 0.9(0.3~3.3)

   단식, 절식 1.2(0.9~1.6) 1.2(0.7~2.2) 1.2(0.8~1.8) 1.0(0.8~1.4) 1.0(0.6~1.6) 1.1(0.8~1.5)

   의약품 복용 0.7(0.1~3.5) 1.8(0.2~20.8) 0.5(0.0~4.6) 0.7(0.2~2.8) 3.0(0.3~34.3) 0.3(0.0~2.8)

   비만클리닉 이용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한방요법 0.6(0.1~5.5 <0.001 0.7(0.1~7.5) 0.4(0.0~3.1) <0.001 0.4(0.0~4.6)

   기타 1.5(0.6~3.8) 1.4(0.4~5.3) 1.4(0.3~5.9) 1.6(0.7~3.8) 1.3(0.4~4.1) 2.1(0.1~7.5)

체중조절 이유

   과다체중, 비만 1.0 1.0 1.0 1.0 1.0 1.0

   질병치료 1.3(0.8~1.9) 0.8(0.4~2.2) 1.3(0.8~1.8) 1.2(0.8~1.8) 0.9(0.4~1.8) 1.3(0.8~2.2)

   건강과 체력향상 0.6(0.4~0.8) 0.6(0.4~1.0) 0.5(0.4~0.7) 0.5(0.4~0.7) 0.5(0.3~0.7) 0.6(0.4~0.8)

   균형있는 외모유지 0.5(0.3~0.7) 1.1(0.5~2.3) 0.5(0.3~0.8) 0.5(0.3~0.8) 1.0(0.5~2.0) 0.4(0.3~0.6)

   기타 5.4(0.4~66.2) - 3.4(0.2~41.6) 3.4(0.2~41.6) - 2.3(0.3~42.0)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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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한 경우의 대사증후군의 교차비가 현저히 감소하 다. 체중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체중조절 이유와 관련한 유의성을 검증하 으나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표27).   

  표28. 스트레스, 수면 및 휴식 등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ATPⅢ 기준 OR(95%CI) 아시아․태평양 기준 OR(95%CI)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평소 스트레스정도

  없음 1.0 1.0 1.0 1.0 1.0 1.0

  조금 0.9(0.8~1.1) 0.9(0.3~1.2) 1.0(0.7~1.2) 0.9(0.8~1.1) 0.9(0.7~1.2) 0.9(0.7~1.1)

  많이 1.1(0.9~1.3) 0.9(0.6~1.2) 1.2(0.9~1.5) 1.1(0.9~1.3) 1.1(0.8~1.4) 1.0(0.8~1.2)

하루 수면시간

  6시간> 1.0 1.0 1.0 1.0 1.0 1.0

  6~8시간 1.0(0.8~1.2) 1.1(0.7~1.5) 1.0(0.8~1.3) 1.0(0.9~1.2) 1.0(0.8~1.3) 1.1(0.9~1.3)

  8시간< 0.8(0.7~1.0) 0.9(0.6~1.3) 0.8(0.6~1.1) 0.9(0.7~1.1) 0.8(0.6~1.1) 1.0(0.8~1.2)

충분한 수면여부

  충분 1.0 1.0 1.0 1.0 1.0 1.0

  불충분 1.0(0.9~1.2) 1.0(0.8~1.2) 1.0(0.8~1.2) 1.0(0.9~1.1)) 1.1(0.9~1.3) 1.0(0.8~1.1))

평소의 피로정도

  느끼지 않음 1.0 1.0 1.0 1.0 1.0 1.0

  때때로 1.1(0.9~1.3) 1.2(0.9~1.6) 1.0(0.8~1.2) 1.1(0.9~2.3) 1.1(0.9~1.4) 1.0(0.8~1.2)

  언제나 1.1(0.9~1.3) 1.1(0.8~1.7) 1.0(0.7~1.3) 1.2(1.0~1.4) 1.3(1.0~1.8) 1.1(0.8~1.3)

주간 휴식가능일수

  거의 없음 1.0 1.0 1.0 1.0 1.0 1.0

  주 1~2회 0.8(0.7~1.0) 0.9(0.7~1.2) 0.7(0.6~0.9) 0.9(0.8~1.1) 0.9(0.8~1.2) 0.9(0.7~1.0)

  주 3회 이상 1.0(0.9~1.2) 1.1(0.8~1.5) 1.0(0.8~1.2) 1.0(0.9~1.2) 1.0(0.8~1.4) 1.0(0.9~1.3)

건강검진 여부

  예 1.0 1.0 1.0 1.0 1.0 1.0

  아니오 1.0(0.9~1.2) 1.3(1.0~1.5) 0.9(0.7~1.1) 1.0(0.9~1.1) 1.1(0.9~1.3) 0.9(0.8~1.1)

  * age, sex adjusted ; ** age 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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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스트레스, 수면, 휴식 등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

   하루 수면시간 및 충분한 수면, 평소에 느끼는 피로정도 및 주간 휴식가

능일수 등은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p>0.05),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비해 전혀 없는 경우에  

대사증후군의 발생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시 유의할 수준은 아

니었다(p>0.05)(표28).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비해 받지 않은 남자의 경우에서 교차비가 약간 

올라가기는 하 지만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p>0.05)(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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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   찰

   경제발전과 식생활을 비롯한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에 따라 최근들어 우

리 국민의 심각한 건강문제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 비전염성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주요 사망원인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흡연, 음주, 운동, 비만, 식생활 등 생활습관과 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처럼 개인의 생활습관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이들 질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생활습관은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

한 위험요인이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인 대사증후군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바, 대사증후군은 관상동맥질환의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이의 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2001년에 제 3차  콜레스

테롤 관리지침(NCEP-ATPⅢ)을 통해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과 관리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Earl S(2002)가 NHANESⅢ 조사자료를 토대로 분석 보고한 결과에 따르

면, ATPⅢ 기준에 의한 미국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23.7%(남자 24.0%, 여

자 23.4%)로 알려져 매우 흔한 질환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 

우리 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ATPⅢ 기준을 적용할 경

우 13.3%(남자 10.1%, 여자 16.0%), 아시아 태평양 기준 하에서는 19.8%(남자 



- 85 -

16.7%, 여자 22.4%)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라 할 것이다. 이 결과는 임열리 등(2003)이 보고한 대사증후군 유병률 

12.0%(남자 11.7%, 여자 12.4%-ATPⅢ기준) 및 19.4%(남자 20.2%, 여자 

18.4%- 아시아․태평양기준)와 전체 유병률에서는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

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남자에 비해 여자의 유병률이 높고 그 차이도 크게 

타났다.

   ATPⅢ 기준을 적용하 을 때보다 아시아 태평양기준을 적용하 을 때 

유병률이 증가하 는데, 이는 ATPⅢ 기준의 복부비만 판정을 위한 허리둘레

가 서양인의 체형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한국인의 체형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준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아시아인의 체형에 적합하도록 WHO가 제

시한 아시아 태평양 허리둘레를 적용하는 것이 한국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허리둘레가 80.5±9.4cm(남자 82.9±8.5, 여자 78.5±9.7)임을 감안할 때 아시

아 태평양 허리둘레 역시 특히 여자의 경우 그 기준이 너무 높다는 평가도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사증후군 진단항목별 유병률과 관련하여 박정식(2002) 등은 ATPⅢ 기

준 복부비만 유병률을 2.0%(남자 0.6%, 여자 4.0%), 아시아 태평양 기준 복

부비만 유병률을 15.8%(남자 15.6%, 여자 16.5%)로 보고하 고 임열리(2003) 

등은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서 29.0%(남자 23.2%, 여자 36.3%)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ATPⅢ 기준에서는 9.9%(남자 1.4%, 여자 16.9%), 아시아 태

평양 기준에서는 31.9%(남자 20.0%, 여자 41.7%) 으며, 박 등의 연구에 비

해서는 훨씬 높은 유병률을 보 고 임 등의 연구와는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이외에 고혈압 20.7%, 고중성지방혈증 29.1%, 저 HDL-콜레스테롤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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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시 고혈당 20.2%로 다른 연구들에 비해 고혈압의 유병률이 낮게 조사된 

바, 이는 본 연구대상자 중 고혈압 환자가 혈압강하제를 복용하는 경우 정상

혈압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나 앞으로 대사

증후군에 있어서의 고혈압 유병률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연구에서 복부비만, 저 HDL-콜레스테롤은 여자에서, 고혈압, 고

중성지방혈증, 공복시 고혈당은 남자에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

내의 다른 연구와 같은 결과 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으나 다른 연구결과와는 달리 70대의 유병률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남자는 40대부터, 여자는 40~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은 비

슷한 결과 다. 또 40대까지는 남자에서, 50대 이후는 여자에서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연령 증가에 따라 남자에서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감소한다기 보다는, 우리 나라 연령별 사망양상에 비추어 볼 때 40, 

50대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높으며 특히 대사증후군의 대사 이

상에 해당되는 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현저히 높아 남자들의 조기사망

으로 인한 여자들의 생존효과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박혜순, 2002; 통계청, 2003). 또 박정식(2002) 등은 50대에서 여

성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폐경 후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분

비 결핍이 중요하고 이로 인해 여성에서 폐경 후 심혈관질환의 이환율 및 

사망률이 증가하며 이와 같은 추측이 대사증후군과 심혈관질환의 유의한 관

련성을 시사하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대사증후군 환자에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항목의 보유경향을 보면 ATP

Ⅲ 기준에서 남자의 경우 복부비만을 제외한 4개 항목 모두에서 7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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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경향을 보 으며, 특히 고중성지방혈증의 경우는 대사증후군인 사람의 

95%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자의 경우는 저 HDL-콜레스

테롤은 87.5% 고중성지방혈증은 75.8%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혈압, 공복시 

고혈당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 다. 아시아 태평양 기준에서는 남

자의 경우 고중성지방혈증은 88.0%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여자의 경우 복

부비만은 89.3%, 저 HDL-콜레스테롤은 86.5%가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우리 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의 치료 및 예방

에 있어서 남자는 고중성지방혈증을, 여자는 저 HDL-콜레스테롤과 고중성지

방혈증, 복부비만의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들 항목과 관련한 생

활습관의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Earl S(2002), Wamala 등(1999), Laporte 등(1981), 정찬희(2002) 등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의 비교

위험도가 증가하 다.

   비만도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가장 잘 반 하고 있는 지표로서, 이 연구

에서는 WHO의 진단기준에 따른 정상체중군(BMI 18.5~24.9)에서도 대사증후

군의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상체중군 내에서

도 과체중에 가까워질수록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

으로 추측된다. 특히 과체중, 비만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

는데, 이것은 대사증후군 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체중조절이 매우 중요한 문

제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할 것이다.

   부모가 당뇨와 고혈압 질병력이 있는 자녀에서 대사증후군 발생이 증가

하는 바(ARIC stydy), 양쪽 부모 모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비교위험도가 

8.3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부모가 가진 가족력의 개수에 비례하여 



- 88 -

대사증후군의 비교위험도도 증가한다고 하여 대사증후군의 발생에 유전과 

가족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Liese 등, 1997).

   이 연구에서는 가족력과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에서 대체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결과를 보 으나, 남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의 가족력이 대사증후군

의 유병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Wamala(1999) 등의 

결과와 같았으며,  대사증후군 인자 중 특히 혈압과 혈당과 관련이 있었다는 

정찬희 등(2002), Liese AD 등(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 다. 

   주관적 건강인식은 스스로 평가하는 일반적 건강상태로, 주관적 건강인식

이 높을수록 흡연하지 않을 확률, 체중조절을 하지 않을 확률, 규칙적 운동

실천 확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확률, 규칙적 식사실천 확률이 각각 높고,  

주관적 건강인식이 높으면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서 건강행위실천 확률

이 높다는 보고가 있다(문상식, 2001). 이 연구에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비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 으며, 이것은 건강생활 실천정도와 접한 연관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되는 바, 주관적 건강인식과 보건의식행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흡연은 H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LDL-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증가시켜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또 흡연량이 많을수

록 복부비만이 증가되며(김상만 등, 1998), 흡연군에서 비흡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이 10mg/dl 더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Goldbourt 등, 1977). 흡연

이 대사증후군과 접한 관련이 있음은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도 현재 흡연자에서 하루 평균 한갑씩 30년 이상을 피운 사람(30갑

년)에서 10년 미만 흡연자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교차비는 1.6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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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흡연자군 안에서만 비교한 것으로 흡연기간과 흡연량이 대사증후군

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음주가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향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적절한 

음주는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나 

하루 8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들에서 수축기 혈압이 3~11mmHg, 

이완기 혈압은 2~6mmHg더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Keil 등, 1991), 또 유럽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음주경력이 있는 사람에 비해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에

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자주 마시는 사람에

서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1회 음주량이 많고 과음빈도

가 많을수록 위험도가 크게 증가하여, 음주의 절대량과 대사증후군의 관련성

을 입증하 다.

   한편 알코올의존과 대사증후군의 상관분석에서 음주 후 금주에 대한 생

각을 했거나 타인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경우, 또 죄책감이 들거나 기분이 나

빴던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증가하 는데, 알코올의

존이 대부분 과음과 잦은 음주습관에 기인한다고 볼 때 음주량과 빈도 등이 

대사증후군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습관은 질병발생에 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로서 고지방식이, 음주습관 

등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명희, 2003). 최

근들어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 고 이와같은 식생활 양상의 변화는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의 증가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불규칙한 아침식사, 과식 등이 비만이나 고지혈증에 향을 준

다는 보고가 있다(이선희 등, 1996; 이희섭,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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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1일 식사횟수, 결식끼니는 대사증후군과 관련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여자에서 아침과식, 남자에서 저녁과식이 대사증후군의 위험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남자의 저녁과식은 음주습관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에 비해 불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할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단순히 식습관 행태만으로 대사증후군을 설

명하기는 어렵고, 식품섭취량이나 종류, 섭취빈도 등과 함께 관련성을 연구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웨덴에서 시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대사증후

군 발생 위험률이 보정 전 3.3배, 보정 후 2.8배로 높았다는 보고가 있다

(Wamala 등, 1999). 국내의 연구에서도 운동을 하지 않는 군에서 보정 전 

1.3배, 보정 후 1.7배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 다(정찬희 등, 2002). 

   이 연구에서는 규칙적 운동여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는 달리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자주 하

거나 주간운동횟수가 많은 사람, 주간 운동시간이 많은 사람에서 대사증후군

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운동을 자주, 많이, 오래하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인 사람이 많았던 것에 기인하는 결과이며, 결과적으로 대

사증후군에 이환된 사람이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1년간 체중변화가 없었던 사람에 비해 체중이 감소 혹은 증가하는 

경우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체중증가의 경우에서 유의하게 

높은 위험도를 보 다. 그러나 체중변화 정도에서는 체중감소 정도가 클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체중증가 정도에서는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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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체중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건

강 혹은 질병 등과 관계가 있는 행위이며, 특히 체중이 감소한 사람의 경우 

비만이나 질병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체중이 감소 혹은 증가된 사람

의 현재 체중이나 건강상태 등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생활습관 등이 건강에 미치

는 향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으며, 비만․고혈

압․고지혈증․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의 복합체로서 건강에 치명적인 향

을 미칠 수 있는 대사증후군에 관한 관심과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보고된 연구결과 역시 조사대상의 한계로 인해 전체 

국민의 대사증후군 현황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이 연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인 국민건강․ 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분석하고 관련 보건의식행

태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가 대상군의 연령, 교육정도, 흡연, 음주, 운동과 관련

한 유병률과의 상관관계를 주로 분석하 다면, 이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주

관적 건강인식, 음주횟수 및 과음빈도, 알코올의존, 식습관, 체중조절, 스트레

스 등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보건의식행태 전반에 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 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건강․ 양조사결과 중 평소 혈압치료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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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당강하제 등 약물 복용여부에 관한 설문의 데이터에 결측이 많아,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제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1998년 국민건강․건강 양조사의 실시시기(11월~12월)와 관련한 

것으로, 이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및 생활습관 등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연

구결과에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는 신체의 대사분비 및 내분비 계통의 변화

를 일으키고 계절에 따라 임상병리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었다(박도  등, 1997). 특히 환경적, 보건행태적 요인의 

향과 함께 외기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혈압이 상승하며, 반대로 외기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혈압이 저하한다고 하며(Imai Y 등, 1996; Woodhouse PR 등, 

1993), 겨울철에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하는 이유의 하

나도 계절에 따른 혈압변동으로 설명되고 있다(변재준 등, 1999). 

   또 계절에 따른 온도차이는 신체내 지질대사에 향을 줄 수 있다는 보

고들도 상당수 있는데 국내의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혈청콜레스텔치의 경우 

남자에서는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에, 여자는 봄, 가을에 비해 겨울에 그 수

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LDL-콜레스테롤치는 여자의 경우에서 여름, 가을보다 

겨울에 높았으나, HDL-콜레스테롤치는 남녀 모두에서 여름, 가을보다 겨울

에 그 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 혈청 중성지방치는 남자에서 봄, 가을보다 

여름과 겨울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자의 경우는 가을을 제외한 다른 계절

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혜양,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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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복부비만, 저 HDL-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공복시 고혈당 

등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요인들이 한 개인에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대

사증후군이, 심혈관질환의 이환율과 이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와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 식습관 등 생활습관의 

서구화,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 생활습관병이 주요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 20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관상동맥질환 등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이들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건의식행태와 대사증후군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사증후군

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

를 얻고자 실시하 다.

   연구재료는 1998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참여한 20세이상 성인 24,469명 

중 건강검진조사를 받았고, 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식생활조사 등

에 응답한 7,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NCEP-ATP

Ⅲ 기준에 근거하여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콜레스테롤, 고혈압, 

공복시 고혈당 등 5개항목 중 3개항목 이상을 만족할 경우로 하 으며, 복부

비만의 진단에 있어 2000년 WHO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제시한 허리둘레

를 함께 적용하여 비교분석하 다.



- 94 -

   분석결과, 우리 나라 20대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서양인의 체

격을 기준으로 제시된 ATPⅢ 기준(13.3%)에 비해 한국인의 체격기준에 보다 

가까운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준(19.8%)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우

리 나라 성인의 체격 및 건강수준에 따른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보다 체

계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서 복부비만, 저 HDL-콜레스테롤은 여자에서, 고혈압, 고중성

지방혈증, 공복시 고혈당은 남자에서 각각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항목의 보유경향에서 남자의 경우 ATPⅢ 기준에서 복부비만을 제

외한 4개 항목을, 여자에서는 복부비만, 고중성지방혈증, 저 HDL-콜레스테

롤을 최소한 70%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남자의 경우 고중성지방혈

증은 95%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우리 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치료 및 예방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혈관질환 및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보건의식행태와 대사증후군

의 상관관계에서는 연령,  흡연, 음주, 비만도, 교육수준 등이 접한 관련성

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외에 가족력, 주관적 

건강인식, 알코올 의존에 대한 인식, 체중변화 여부와 체중조절 노력 등이 

대사증후군의 발병위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분석하 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대사증후군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예상했던 식습관, 운동, 스트

레스, 수면과 휴식, 피로정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볼 수 없었다. 식습관

과 관련해서는 식습관 행태 외에 섭취식품의 종류, 빈도, 양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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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의 경우 주간운동시간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기존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 으나 운동을 많이 하는 군에서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요인의 개선을 위해 대사증후

군인 사람에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

로 대사증후군과 운동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외에 스트레스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식행태에 관해서도 심층적인 

설문 및 조사방법 개발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개별적으로 보건의식행태와 접한 

관련이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된 사람에 대한 전체적

인 관련성만을 보았으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각의 항목과 보건

의식 행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개개인의 대사증후군 경향에 따른 

치료프로그램 및 보건의식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시

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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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Health Behaviors among Koreans

                                            Lee, Eun He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Il Suh M.D, Ph D)

   Background: While chronic diseases such as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heart disease, and diabetes have become more prominent causes 

of death among Koreans for the past decade, Metabolic syndrom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especially for coronary 

artery diseases.  The present study is to consider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mong adults at 20 years of age or older an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ealth behaviors and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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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od: Out of 24,469 adults at 20 year old and above participated in 

the Nationwide Health and Nutrition Survey in Korea in 1998, 7,854 

subjects who responded to the four surveys: health Examination Survey 

(HES), Health Interview Survey (HIS), Health Behavior Survey (HBS), and 

the Nutrition Survey were chosen for the study.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analyzed based on the diagnosis criteria 

proposed in the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TPIII 

(NCEP-ATP III),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Also, WHO Asia 

Pacific criteria for waist circumference was used. 

   Results: The prevalence rate among the subjects for metabolic syndrome 

was 13.3% (10.1 % among males and 16.0% among females) by using 

NCEP-ATPIII while 19.8% (16.7% among males and 22.4% among females) 

were by using the Asia/Pacific criteria.  Among the metabolic syndrome 

diagnosis items, abdominal obesity and low HDL cholesterol level were 

found to be higher in females while high triglyceride and fasting glucose 

levels were higher in males.  The older the individual was, the higher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According to the ATPIII criteria, 

70% or more among males had four of the metabolic syndrome diagnostic 

items excluding abdominal obesity. In specific, 95.0 % of males had 

hypertriglyceridemia.  70% or more of females had low HDL cholesterol 

level and hypertriglyceridemia.  Based on the Asia/Pacific criteria, 88.0% of 

males had hypertriglyceridemia and 80% or more of females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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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ominal obesity and low HDL cholesterol level.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etabolic syndrome and health 

behavior indicated that lower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are the major 

indicators for the high risk of metabolic syndrome. The risk was elevated 

among the individuals with higher BMI, and the males with hypertension, 

stroke, and the family history of diabetes.  The risk also was also found 

to be higher among the subjects who perceived they were not healthy, 

who experienced drastic changes in weights within the last  one year, 

who smoked moderately or heavily, and who drink frequently and 

heavily. In specific, the more the weight loss there was, the higher risk of 

metabolic syndrome was found.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is fairly high 

among Korean adults. The onset of this condi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drinking, smoking, obesity, age, education, etc. To prevent metabolic 

syndrom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ultifaceted health promotion 

programs to target the risk factors. Further studies might be needed to 

establish more effective treatment regimen, to refine diagnostic criteria 

more appropriate for Koreans, and to identify other risk factors as well 

as the syndrome diagnostic indic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