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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 남녀에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혈압의 관련성

배경 및 목적: 악력은 근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쉽게, ,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신체활동으로 근력을 증가시키면 고혈압 유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과체중 비만인 경우 근육량이 더 많고. ,

근력이 강하나 고혈압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

성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비만도에서의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알아보아야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년 자료를 활7 (2016~2018 )

용한 단면연구이다 만 세 이상 성인 대상자 남녀 명 남 명. 19 18,558 ( 8,130 ,

여 명 을 대상으로 악력을 사분위수군으로 범주화하여 악력과 혈압의10,428 )

관련성에 대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 세 전후와 비, 65

만도에 따라 하위군 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 과 건강행태 요인 흡연 허리둘레( , , ) ( , )을 보정하여

전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전체 남성대상자에서는 악력 일사분위 를 기준으로 고혈압과의(Q1)

관련성은 이사분위수 군에서 배 삼사(Q2) 0.72 (OR 0.72, 95%CI 0.61-0.84),

분위수 군에서 배 사사분위수 군에(Q3) 0.65 (OR 0.65, 95%CI 0.55-0.76), (Q4)

서 배 였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0.60 (OR 0.60, 95%CI 0.51-0.70) . ,

요인을 보정한 후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사라졌으며 사사분위수군에서는,

배 로 높아졌고 세 미만 사사분위수1.40 (OR 1.40, 95%CI 1.14-1.72) , 65 (Q4)

군에서 배 로 높아졌다1.35 (OR 1.35, 95%CI, 1.06-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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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여성대상자에서는 이사분위수군에서 배0.50 (OR 0.50, 95%CI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0.44-0.58), 0.38 (OR 0.38, 95%CI 0.33-0.45),

위수군에서 배 세 이상에서는 사사분위0.30 (OR 0.30, 95%CI 0.26-0.36), 65

수군에서 배 였다0.66 (OR 0.66, 95%CI 0.46-0.95) .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요인을 보정한 후에 이러한 관련성은 약해졌으나 세 이상 과체중군 비만, 65 ,

군과 세 미만 비만군에서는 일부 유지되었다 세 이상 여성 과체중군65 [65 (OR

세 이상 여성 비만군 사사분위수군0.50, 95%CI 0.27-0.95), 65 (OR 0.59,

세 미만 비만군 이사분위수군95%CI 0.35-0.99), 65 (OR 0.64, 95CI%

그러나 저체중 및 정상체중군에서는 위험이 높아졌다 삼사분0.42-0.97)]. [(

위수군 사사분위수군(OR 1.72, 95%CI 1.26-2.36), (OR 1.52, 95%CI

세 이상 여성 이사분위수군 삼1.05-2.20), 65 (OR 1.66, 95%CI 1.04-2.64),

사분위수군 사사분위수군(OR 1.99, 95%CI 1.11-3.58), (OR 2.64, 95%CI

1.25-5.58)].

결론 만 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서 악력이 높은 군에서 고혈압 유: 19

병 위험이 낮았으나 연령 사회경제학적 요인 건강행태요인을 보정한 후에는, ,

이러한 관련성이 약해지거나 일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혈, .

압의 결정요인으로서 악력의 영향은 존재하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적 요,

인과 독립적인 관련성은 아니다 다만 여성 세 이상 과체중군 비만군에서. , 65 ,

는 악력의 보호효과가 일부 관찰되었으며 남성 비만군과 여성 저체중 정상체, /

중군에서는 오히려 악력이 높은 경우 고혈압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은 연령 비만도에 따른 하위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

이러한 각 하위군에 맞추어 차별화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보다 심.

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어 악력 고혈압 비만 국민건강영양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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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은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근력 측정 방법이다, , (Lee

낮은 악력은 조기 사망 가능성 장애의 발달 수술 후 합병증et al., 2016). , ,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악력은 예측 타당성과 단순성을 고려할 때 중. ,

장년 및 노년층의 활력 징후를 선별하는 유용한 예측 수단이다(Bohannon,

또한 악력은 고혈압을 포함한 성인병 유병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이2008).

며 이정아 상대적인 악력은 높은 사망을 야기하는 뇌혈관질환 발생의( , 2017),

예측인자이다 정석환 김재현( , , 2019).

운동은 악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한희나 김종오 농촌 여성( , , 2016).

노인을 대상으로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양손의 악력이 모두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손계순 여성 노인이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 , 2014).

골밀도를 유지하고 악력 및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희나, ( ,

김종오 유방암 수술 후 유연성 운동과 함께 상지의 근력을 증가시킬, 2016).

수 있는 운동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악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

며 박선영 김종임 타이치 운동을 시행한 시험군은 대조군보다 악력( , , 2013), ,

어깨 유연성 평형성과 같은 신체적 기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윤정, ( ,

2009).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은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을 낮춘다 김은정 등 동적 유산소 운동은 교감신경계와 레닌 안( , 2008). -

지오텐신 시스템이 관여하는 체혈관 저항을 감소시켜 혈압을 낮추고 수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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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 위험 요인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고 저항성 운동은 혈압을 줄일 수,

있다 저항성 근력운동을 주간 시행하였을 때 혈압의 변화는(Fagard, 2006). 10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운동프로그램 적용 후의 혈,

압감소의 폭은 통제군에 비해 운동군에서 크게 나타났다 서혜욱 주( , 2005). 12

간의 등척성 악력 운동은 노인 고혈압 환자의 운동 후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모두 감소시켜 혈압 및 동맥경직도를 감소시키는 유산소 운동과 유사

한 효과가 있다 제세영 등 또한 한국 성인에서 고강도 운동 근력 운( , 2019). ,

동 유연성 운동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 악력이 높았으며 악력이 높을수록 고, ,

혈압의 유병률이 낮았다 이정아( , 2017).

악력을 사분위수군으로 나누어 악력의 차이에 따른 고혈압의 유병률을 분석

한 결과 근력 및 유연성 운동의 빈도가 높은 경우 악력이 강했다 나이 흡, . ,

연 유무 체질량지수 고혈압약 복용 여부를 통제하여 악력과 고혈압 유병률, ,

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오른쪽 악력에서 악력이 가장 낮은 사,

분위수군을 기준으로 고혈압 유병률은 이사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에서60%,

사사분위수군에서 낮았다 남성의 경우에 삼사분위수군에서 사58%, 85% . 60%,

사분위수군에서 낮았으며 이는 유의한 결과였다 왼손의 악력도 남성과69% .

여성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자들은 악력은 고혈압 유병률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악력을 개선시키고 고혈압 유병률을 줄이기 위,

해서는 규칙적인 높은 강도의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이 추천된,

다고 하였다 이정아( , 2017).

또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세 이상의 심혈관 질환의 경험이 없는 건강한 정, 20

상 체질량지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악력과 고혈압 및 당뇨병의 관련성을 분석

한 결과 고혈압이 없는 군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악력은 고혈압을 진단받은, ,

군에서 낮게 나타났고 낮은 악력은 높은 혈압과 관련성이 있었다, (Mainous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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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악력으로 측정되는 근력은 비만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남녀 각각의 정상인 그룹과 과체중 및 비만인 그룹의 슬관절 신전근과 굴곡근

의 절대근력을 체질량지수에 따라 측정한 결과 과체중 및 비만인 그룹에서,

절대근력이 높았다 유창선 등 명의 플랑드르 학생들에 대한 연( , 2012). 3,214

구에서는 비만인 대상자들의 악력이 비만이 아닌 대상자들보다 높게 측정되었

다(Deforche et al., 2003).

반면 비만과 고혈압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는데 미국의 국립, ,

보건 영양 검사 조사 역학 추적 코호트 연구에서 비만인 경우 고혈압 발생 위

험이 높았고 국내 연구에서도 건강검진 수검자 중(Ford and Cooper, 1991),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도와 고혈압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서30 ,

고혈압 발생의 위험비는 가 정상인 군에 비해 비만 군BMI ( ) (25.0 29.9 Kg/Ⅰ ～

에서는 배 비만 군 이상 에서는 배 높았다 왕성배) 1.7 , ( ) (30.0 Kg/ ) 2.9 ( ,㎡ Ⅱ ㎡

조영채, 2011).

즉 비만과 악력은 양의 관련성이 있고 비만과 고혈압도 양의 관련성이 있, ,

으나 악력과 고혈압은 음의 관련성이 있어 비만과 악력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악력을 비만도에 따라 나누어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과체중 및 비만군에서는 근육량이 많고 악력이 강하나 고혈. ,

압 위험도 높아지게 되므로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서는 로 정의한 비만도에 따라 하위군을 나누어 각 군에서의 악력과 고BMI BMI

혈압의 관련성을 각각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만과 근육 기능 저하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증가한다 특히.

세 이상의 노인에서 근력 저하와 동반된 비만도는 걷는 속도 저하 이동 장80 ,

애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Stenholm et al., 2009).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악력과 혈압의 관련성을 분석함에 있어 비만도와 연

령을 구분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성인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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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만도에 따라 악력과 혈압 간의 관련성의 차이가 있는지 연령별 하위군

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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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7

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세 이상 성인에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2016-2018 ) 19

혈압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악력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및 혈압 양상을 파악한다, .

둘째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연령별로 알아본다, .

넷째 혼란변수를 보정한 악력과 고혈압과의 독립적인 관련성을 비만도에 따,

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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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모형1.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독7 (2016-2018 ) .

립변수는 악력이고 종속변수는 고혈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이상 성인 남. 19

녀에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성별에 따라 연령 소득 교, ,

육수준 흡연 유무 허리둘레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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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저체중 및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

독립변수 종속변수

악력 고혈압

인구사회학적요인 건강상태요인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그림 연구 모형의 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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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자료를 이용하여 만 세7 (2016-2018) 19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16

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국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현황 식품 및 영양, ,

섭취실태에 관한 법정조사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제 기 부터 제 기. 1 (1998) 3

까지 년 주기로 실시하였고 이후 연중 조사체계로 개편되어 제 기(2005) 3 , 4

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2007-2009) ( , 2016~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의 조사대상자는 명이었다 이7 (2016~2018) 24,269 .

중 세 미만과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19 18,558

다.

본 연구는 세브란스병원 연세의료원 연구심의원회로부터 면제심의승인 승인( ) (

번호 을 받았다Y-2020-0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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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2.

KNHANES Ⅶ

(2016-2018)

전체 대상자

명24,269

제외 명: 4,889

만 세 미만( 19 )

만 세 이상 성인19

명19,389

제외 명: 831

흡연 허리둘레 키 체질( , / ,

량지수 악력 고혈압 진, ,

단 유무 고혈압 치료제,

복용 유무 고혈압 유병,

유무가 결측인 값)

연구 대상자

명18,558

남 명 여 명( : 8,130 , : 1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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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자료를 버전7 (2016-2018) SAS 9.4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

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이용지침에 따라서 집락변수 층화변수(cluster),

가중치 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을 이용하였다(strata), (weight)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및 빈도와 비율

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

해 범주형 변수는 카이제곱검정 을 사용하였고 연속형 변수(Chi-square test) ,

는 분산분석 을 사용하였다(ANOVA) .

연구대상자의 악력 신체구성 혈압 및 혈중지질 간 상호 관련성 상관분석, ,

악력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 , , , , / , ,

압 측정결과를 대상으로 악력에 대한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비만도에 따른 악력 수준과 고혈압 유병 유무와의 독립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을 실시하였고 오즈비 와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Odds Ratio, OR) 95%

신뢰구간 를 각각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Confidence Interval, CI) .

은 p값 를 기준으로 하였다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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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연구 참여자는 총.

명 중 남성 명 여성 명이다 평균 연령은 남성 만18,558 8,130 , 10,428 . 46.15

세 여성 만 세였고 만 세 이상 세 이하가 남성 여성, 48.35 , 19 64 85.74%,

로 많았다 평균 신장은 남성 여성 였다 평균 체중80.85% . 171.50cm, 157.94cm .

은 남성 여성 이었다 평균 체질량지수는 남성72.35Kg, 58.27Kg . 24.55Kg/ ,㎡

여성 이었고 남성의 경우 비만이 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23.38Kg/ , 41.62%㎡

우 정상이 로 가장 많았다 평균 체중은 남성 여성46.13% . 72.35Kg, 58.27Kg

이었다 평균 허리둘레는 남성 여성 이었다 평균 허리둘레. 86.16cm, 78.41cm . /

키 비는 남 여 이었다 평균 수축기 혈압은 남성 여성0.50, 0.50 . 120.10mmHg,

이었다 평균 이완기 혈압은 남성 여성 였다115.37mmHg . 78.36mmHg, 73.35mmHg .

평균 악력은 남성 여성 이었다40.83Kg, 23.36Kg .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는 가구 소득수준 교육수준의 차이를 보았다 그 결, .

과 소득수준은 하 중하 에서 로 높았다 교육수준은‘ ’,‘ ’ 25.63%, 25.09% .

고졸 대졸이상 에서 으로 높았다‘ ’, ‘ ’ 35.16%, 41.39% .

건강행태요인에서 흡연은 남자에서는 현재흡연이 로 과거흡연 비흡연37.52% ,

보다 높았으며 여자에서는 비흡연이 로 가장 높았다, 87.70% .

고혈압은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140mmHg 90mmHg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하였고 그 결과 고혈압은 남성 여성, 32.32%, 25.12%

이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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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1.

†
고혈압: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 경우140mmHg 90mmHg

변수
전체

(n=18,558)
남성

(n=8,130)
여성

(n=10,428)

Mean SD Mean SD Mean SD

연령 세( ) 47.25 0.24 46.15 0.26 48.35 0.28

신장(cm) 164.69 0.10 171.50 0.10 157.94 0.10

체중(Kg) 65.28 0.12 72.36 0.16 58.27 0.12

체질량지수(Kg/ )㎡ 23.96 0.04 24.55 0.05 23.38 0.05

허리둘레(cm) 82.27 0.12 86.16 0.13 78.41 0.16

허리둘레 키/ (cm) 0.50 0.00 0.50 0.00 0.50 0.00

수축기 혈압(mmHg) 117.72 0.19 120.10 0.22 115.37 0.25

이완기 혈압(mmHg) 75.84 0.12 78.36 0.16 73.35 0.13

악력(Kg) 32.32 0.11 40.83 0.13 23.66 0.084

N % N % N %

연령

세19-64 13,755 83.28 6,057 85.74 7,698 80.85

세 이상65 4,803 16.72 2,073 14.26 2,730 19.15

소득

하 4,618 25.63 2,010 25.46 2,608 25.80

중하 4,650 25.09 2,033 25.26 2,617 24.93

중상 4,608 24.86 2,031 24.99 2,577 24.74

상 4,613 24.41 2,025 24.29 2,588 24.53

교육수준

초졸 이하 3,656 14.69 1,099 9.15 2,557 20.12

중졸 1,782 8.76 792 8.52 990 9.00

고졸 5,617 35.16 2,612 37.00 3,005 33.36

대졸 이상 6,530 41.39 3,151 45.33 3,379 37.53

체질량지수

저체중 698 3.98 196 2.52 502 5.43

정상 7,100 38.41 2,521 30.63 4,579 46.13

과체중 4,230 22.50 2,087 25.24 2,143 19.78

비만 6,461 35.11 3,300 41.62 3,161 28.67

흡연

비흡연 11,025 56.71 1,885 25.48 9,140 87.70

과거흡연 3,932 21.54 3,328 37.00 604 6.20

현재흡연 3,356 21.75 2,809 37.52 547 6.10

고혈압†

없음 12,246 71.30 5,032 67.68 7,214 74.88

있음 6,237 28.70 3,057 32.32 3,180 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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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1)

남성의 악력을 사분위수에 따라서 개의 그룹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상대 악4

력 일사분위수 군은 미만 이사분위수 군은 이상(Q1) 35.80Kg , (Q2) 35.80Kg

미만 삼사분위수 군은 이상 미만 사사분위수40.90Kg , (Q3) 40.90Kg 45.80Kg ,

군은 이상이다(Q4) 45.80Kg .

연령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 높고 사사분위수군에서 낮았으며 일사분위,

수군의 사사분위수군의 가 세 이상이었고 유의한 차이가 있36.77%, 1.60% 65

었다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 낮고 사사(p<0.001). , ,

분위수군에서 높았다 사사분위수군에서는 비만 이 으로(p<0.001). ‘ ’ 53.53%

많았다.

흡연은 일사분위수군에서는 과거흡연 이 으로 많았고 사사분위수군‘ ’ 41.47%

에서는 현재흡연 이 으로 많았다‘ ’ 41.72% (p<0.001).

고혈압은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140mmHg 90mmHg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일사분위수군에서는 사사분위수군에서는, 30.46%,

가 고혈압이 있었다 표28.11% (p<0.00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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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남성의 악력에 따른 일반적 특성2.

†
고혈압: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 경우140mmHg 90mmHg

악력

변수
Q1

미만35.80Kg

Q2
이상35.80Kg
미만40.90Kg

Q3
이상40.90
미만45.80Kg

Q4

이상45.80Kg
P-value

Mean(SE)

연령 세( ) 54.12(0.56) 46.55(0.45) 43.74(0.38) 40.16(0.32) <.0001

신장(cm) 167.88(0.19) 170.62(0.17) 172.46(0.15) 175.03(0.15) <.0001

체중(Kg) 66.51(0.32) 70.67(0.31) 73.53(0.29) 78.49(0.32) <.0001

체질량지수(Kg/ )㎡ 23.57(0.09) 24.26(0.10) 24.71(0.09) 25.59(0.10) <.0001

허리둘레(cm) 84.96(0.26) 85.57(0.26) 86.12(0.25) 87.80(0.25) <.0001

허리둘레 키/ 0.51(0.00) 0.50(0.00) 0.50(0.00) 0.50(0.00) <.0001

수축기 혈압(mmHg) 120.46(0.40) 119.73(0.41) 119.83(0.40) 120.11(0.35) 0.0302

이완기 혈압(mmHg) 75.07(0.28) 78.63(0.26) 79.47(0.31) 80.23(0.26) <.0001

N(%)

연령

세19-64 1,097(63.23) 1,508(86.52) 1,614(94.76) 1,687(98.40) <.0001
세 이상65 1,294(36.77) 468(13.48) 170(5.24) 58(1.60)

소득

하 680(29.64) 495(22.78) 390(22.78) 372(21.74) <.0001

중하 583(24.30) 504(25.42) 444(25.51) 436(25.60)

중상 543(21.95) 494(24.98) 461(25.22) 481(27.92)

상 565(24.10) 480(22.45) 484(26.50) 456(24.75)

교육

초졸이하 666(20.78) 240(9.17) 114(5.06) 37(1.57) <.0001

중졸 312(12.05) 197(8.41) 156(7.92) 99(5.23)

고졸 650(34.51) 666(36.66) 623(38.32) 623(38.99)

대졸이상 625(32.67) 792(45.76) 809(48.70) 878(54.21)

체질량지수

저체중 115(5.56) 45(3.08) 20(1.16) 6(0.34) <.0001

정상 963(39.49) 619(33.10) 512(29.98) 354(20.64)

과체중 612(25.49) 510(24.36) 477(25.98) 441(25.49)

비만 690(29.46) 799(39.46) 774(42.87) 940(53.53)

흡연

비흡연 583(28.21) 483(27.60) 395(23.22) 383(23.23) <.0001
과거흡연 1,125(41.47) 814(36.40) 663(34.46) 632(35.05)

현재흡연 650(30.32) 668(35.57) 708(42.32) 712(41.72)

고혈압†

없음 1,252(60.54) 1,242(68.15) 1,198(70.35) 1,216(71.89) <.0001
있음 1,124(39.46) 731(31.85) 578(29.65) 52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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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

남성의 악력을 사분위수에 따라서 개의 그룹으로 범주화 하였으며 상대 악4

력 일사분위수 군은 미만 이사분위수 군은 이상(Q1) 20.40Kg , (Q2) 20.40Kg

미만 삼사분위수 군은 이상 미만 사사분위수23.70Kg , (Q3) 23.70Kg 27.00Kg ,

군은 이상이다(Q4) 27.00Kg .

연령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 높았으며 일사분위수군의 사사분, 43.18%,

위수군의 가 세 이상이었다 신장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이3.64% 65 (p<0.001).

낮고 사사분위수군에서 높았으며 체중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 낮았다,

체질량지수의 평균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낮았고 체질량지수가 정(p<0.001). ‘

상 인 경우 일사분위수군의 이사분위수군의 삼사분위수군의’ 44.21%, 47.77%,

사사분위수군의 였다 허리둘레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 높51.06%, 43.07% .

았다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 높았고 이완기 혈압(p<0.001).

의 평균은 사사분위수군에서 높았다(p<0.001).

흡연은 비흡연 이 일사분위수군의 이사분위수군의 삼사‘ ’ 90.42%, 88.95%,

분위수군의 사사분위수군의 였다86.99%, 84.59% (p<0.001).

고혈압은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140mmHg 90mmHg

경우로 분석하였고 일사분위수군에서는 으로 많았고 사사분위수군에서38.87%

는 로 적었다 표16.16% (p<0.0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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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여성의 악력에 따른 일반적 특성3.

†고혈압: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 경우140mmHg 90mmHg

악력

변수 Q1
미만20.40Kg

Q2
이상20.40Kg
미만23.70Kg

Q3
이상23.70Kg
미만27.00Kg

Q4
이상27.00Kg

P-value

Mean(SE)

연령 세( ) 57.06(0.59) 48.32(0.44) 44.83(0.39) 42.39(0.31) <.0001

신장(cm) 154.07(0.19) 157.41(0.16) 159.02(0.14) 161.41(0.14) <.0001

체중(Kg) 55.42(0.23) 56.82(0.22) 58.42(0.23) 62.18(0.24) <.0001

체질량지수(Kg/ )㎡ 23.38(0.09) 22.97(0.09) 23.13(0.09) 23.88(0.09) <.0001

허리둘레(cm) 79.50(0.27) 77.36(0.26) 77.29(0.25) 78.98(0.26) <.0001

허리둘레 키/ 0.52(0.00) 0.49(0.00) 0.49(0.00) 0.49(0.00) <.0001

수축기 혈압(mmHg) 119.56(0.49) 114.54(0.43) 113.50(0.40) 113.26(0.35) <.0001

이완기 혈압(mmHg) 72.42(0.23) 73.02(0.24) 73.55(0.24) 74.49(0.23) <.0001

N(%)

연령

세19-64 1270(56.82) 1771(81.56) 2096(90.31) 2249(96.36) <.0001

세 이상65 1407(43.18) 615(18.44) 331(9.69) 146(3.64)

소득

하 735(28.98) 575(24.73) 586(24.53) 551(24.26) <.0001

중하 662(24.02) 601(25.25) 591(24.06) 610(25.69)

중상 615(23.19) 601(24.53) 624(26.09) 614(25.71)

상 648(23.80) 605(25.49) 623(25.33) 611(24.34)

교육

초졸이하 1210(40.27) 567(19.17) 367(12.37) 221(7.34) <.0001

중졸 262(10.03) 245(9.59) 254(9.35) 169(6.31)

고졸 522(24.49) 701(33.30) 794(35.55) 883(40.09)

대졸이상 540(25.20) 790(37.94) 932(42.73) 1046(46.27)

체질량지수

저체중 144(6.61) 150(7.26) 119(5.02) 65(3.19) <.0001

정상 1115(44.21) 1090(47.77) 1168(51.06) 999(43.07)

과체중 555(19.69) 488(19.24) 487(18.87) 502(21.33)

비만 841(29.50) 655(25.73) 650(25.05) 827(32.41)

흡연

비흡연 2403(90.42) 2127(88.95) 2123(86.99) 2051(84.59) <.0001

과거흡연 119(4.68) 116(5.18) 145(5.91) 185(8.59)

현재흡연 106(4.90) 120(5.87) 150(7.10) 145(6.82)

고혈압
†

없음 1459(61.13) 1672(75.84) 1843(80.41) 1936(83.84) <.0001

있음 1212(38.87) 704(24.16) 578(19.59) 45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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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 이완, , , , , / , ,

기 혈압 측정결과를 대상으로 악력에 대한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표 표4, 5에 제시하였다.

남성1)

연구대상자의 악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신장 체중(r=0.43),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이완기 혈압 이었(r=0.40), (r=0.24), (r=0.13), (r=0.20)

고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 / (r=-0.03),

이었다(r=-0.01) (p<0.001).

연구대상자의 신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체중 체질량지(r=0.51),

수 허리둘레 이완기 혈압 이었고 음의 상관관계(r=0.06), (r=0.12), (r=0.08) ,

를 보인 변수는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 이었다/ (r=-0.24), (r=-0.14)

(p<0.001).

연구대상자의 체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체질량지수 허(r=0.88),

리둘레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r=0.81), / (r=0.61), (r=0.12),

이었다(r=0.29) (p<0.001).

연구대상자의 체질량지수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허리둘레 허리둘(r=0.88),

레 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었다 표/ (r=0.84), (r=0.21), (r=0.29) (p<0.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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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악력 신체구성 혈압 및 혈중지질 간 상호 관련성 상관분석 남성4. , , ( )

악력

(Kg)

신장

(cm)

체중
(Kg)

체질량지수
(Kg/ )㎡

허리둘레
(cm)

허리둘레키/ 수축기혈압
(mmHg)

이완기혈압
(mmHg)

악력

(Kg)

1.00 0.43 0.40 0.24 0.13 -0.03 -0.01 0.20

<.0001 <.0001 <.0001 <.0001 0.0094 0.2815 <.0001

n=7,896 n=7,878 n=7,891 n=7,877 n=7,878 n=7,861 n=7,868 n=7,868

신장

(cm)

1.00 0.51 0.06 0.12 -0.24 -0.14 0.0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n=8,105 n=8,104 n=8,104 n=8,086 n=8,086 n=8,073 n=8,073

체중
(Kg)

1.00 0.88 0.81 0.61 0.12 0.29

<.0001 <.0001 <.0001 <.0001 <.0001

n=8,118 n=8,104 n=8,099 n=8,085 n=8,086 n=8,086

체질량지수
(Kg/ )㎡

1.00 0.88 0.84 0.21 0.29

<.0001 <.0001 <.0001 <.0001

n=8,104 n=8,085 n=8,085 n=8,072 n=8,072

허리둘레
(cm)

1.00 0.93 0.24 0.26

<.0001 <.0001 <.0001

n=8,105 n=8,086 n=8,078 n=8,078

허리둘레키/

1.00 0.28 0.22

<.0001 <.0001

n=8,086 n=8,059 n=8,059

수축기혈압
(mmHg)

1.00 0.59

<.0001

n=8,093 n=8,093

이완기혈압
(mmHg)

1.00

n=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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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

연구대상자의 악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신장 체중(r=0.44),

체질량지수 이완기 혈압 이었고 음의 상관관계를(r=0.28), (r=0.06), (r=0.08) ,

보인 변수는 허리둘레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r=-0.01), / (r=-0.15),

이었다(r=-0.15) (p<0.001).

연구대상자의 신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체중 이었고 음(r=0.34) ,

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허리둘(r=-0.17), (r=-0.14),

레 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었다/ (r=-0.43), (r=-0.35), (r=-0.04)

(p<0.001).

연구대상자의 체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체질량지수 허(r=0.87),

리둘레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r=0.76), / (r=0.59), (r=0.10),

이었다(r=0.20) (p<0.001).

연구대상자의 체질량지수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허리둘레(r=0.88),

허리둘레 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었다/ (r=0.85), (r=0.28), (r=0.23)

표(p<0.0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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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악력 신체구성 혈압 및 혈중지질 간 상호 관련성 상관분석 여성5. , , ( )

악력

(Kg)

신장

(cm)

체중
(Kg)

체질량지수
(Kg/ )㎡

허리둘레
(cm) 허리둘레키/

수축기혈압
(mmHg)

이완기혈압
(mmHg)

악력

(Kg)

1.00 0.44 0.28 0.06 -0.01 -0.15 -0.15 0.08

<.0001 <.0001 <.0001 0.1615 <.0001 <.0001 <.0001

n=9,885 n=9,856 n=9,878 n=9,855 n=9,855 n=9,829 n=9,865 n=9,865

신장

(cm)

1.00 0.34 -0.17 -0.14 -0.43 -0.35 -0.04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n=10,386 n=10,385 n=10,385 n=10,352 n=10,352 n=10,359 n=10,359

체중
(Kg)

1.00 0.87 0.76 0.59 0.10 0.20

<.0001 <.0001 <.0001 <.0001 <.0001

n=10,414 n=10,385 n=10,378 n=10,351 n=10,386 n=10,386

체질량지수
(Kg/ )㎡

1.00 0.88 0.85 0.28 0.23

<.0001 <.0001 <.0001 <.0001

n=10,385 n=10,351 n=10,351 n=10,358 n=10,358

허리둘레
(cm)

1.00 0.95 0.35 0.22

<.0001 <.0001 <.0001

n=10,385 n=10,352 n=10,362 n=10,362

허리둘레키/

1.00 0.42 0.21

<.0001 <.0001

n=10,352 n=10,329 n=10,329

수축기혈압
(mmHg)

1.00 0.62

<.0001

n=10,398 n=10,398

이완기혈압
(mmHg)

1.00

n=1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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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혈압 고혈압 유병 유무를 남녀의 비만도에 따라서 악,

력간의 차이를 보고자 분산분석 과 카이제곱 검정 을(ANOVA) (Chi-square test)

실시한 결과는 표 표6, 7과 같다.

남성1)

남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군에서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수 군의 수축(Q1)

기 혈압의 평균은 이사분위수 군은 삼사분위수118.82mmHg, (Q2) 115.44mmHg,

군은 사사분위수 군은 으로 나타났다(Q3) 116.19mmHg, (Q4) 115.42mmHg

이완기 혈압은 일사분위수군의 평균은 사사분위수군(p<.0001). 73.49mmHg,

은 이었다 일사분위수군에서 고혈압 유병자 으로 다76.38mmHg (<.0001). 32.01%

른 군보다 많았다(p<.0001).

남성 과체중군에서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는 120.5mmHg,

이사분위수군은 삼사분위수군은 사사분위수군은120.32mmHg, 118.88mmHg,

이었고 일사분위수군에서 고혈압 유병자는 으로 다른 군보118.19mmHg , 40.59%

다 많았다(p<.0001).

남성 비만군에서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는 이122.86mmHg,

사분위수군은 삼사분위수군은 사사분위수군은123.31mmHg, 123.05mmHg,

이었고 일사분위수군에서 고혈압 유병자는 으로 다른 군보122.85mmHg , 49.56%

다 많았다 표(p<.0001)( 6).



- 22 -

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6. ( )

†
고혈압: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 경우140mmHg 90mmHg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SE: Standard Error　

변수
악력 P-

valueQ1 Q2 Q3 Q4

저체중 및 정상체중

Mean(SE)

혈압(mmHg)

SBP 118.82(0.61) 115.44(0.63) 116.19(0.68) 115.42(0.73) <.0001

DBP 73.49(0.36) 75.91(0.43) 76.26(0.46) 76.38(0.58) <.0001

N(%)

고혈압†

없음 639(67.99) 518(82.45) 418(80.22) 298(84.87)
<.0001

있음 432(32.01) 146(17.55) 113(19.78) 60(15.13)

과체중

Mean(SE)

혈압(mmHg)

SBP 120.50(0.72) 120.32(0.71) 118.88(0.76) 118.19(0.71) <.0001

DBP 74.73(0.49) 78.71(0.54) 78.68(0.54) 78.54(0.47) <.0001

N(%)

고혈압
†

없음 315(59.41) 323(67.00) 333(73.09) 343(78.84)
<.0001

있음 293(40.59) 187(33.00) 140(26.91) 98(21.16)

비만

Mean(SE)

혈압(mmHg)

SBP 122.86(0.68) 123.31(0.59) 123.05(0.55) 122.85(0.46) 0.2236

DBP 77.8(0.55) 81.04(0.44) 82.28(0.45) 82.56(0.33) <.0001

N(%)

고혈압†

없음 294(50.44) 399(55.66) 446(61.48) 573(63.64)
<.0001

있음 392(49.56) 397(44.34) 325(38.52) 36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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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

여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군에서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수 군의 수축(Q1)

기 혈압의 평균은 이사분위수 군은 삼사분위수114.84mmHg, (Q2) 109.85mmHg,

군은 사사분위수 군은 으로 나타났고 이완기(Q3) 109.62 mmHg, (Q4) 109.45mmHg ,

혈압은 일사분위수 군의 평균은 사사분위수 군은(Q1) 71.27mmHg, (Q4) 72.21mmHg

이었다 일사분위수군에서 고혈압 유병자 으로 다른 군보다(p<.0001). 23.05%

많았다(p<.0001).

여성 과체중군에서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은 이사122.54 mmHg,

분위수군은 삼사분위수군은 사사분위수군은118.69mmHg, 115.63mmHg,

이었고 일사분위수군에서 고혈압 유병자는 으로 다른 군보113.36mmHg , 47.42%

다 많았다(p<.0001).

여성 비만군에서 수축기 혈압의 평균은 일사분위수군에서는 이125.58mmHg,

사분위수군은 삼사분위수군은 사사분위수군은121.52mmHg, 120.55mmHg,

이었고 일사분위수군에서 고혈압 유병자는 으로 다른 군보118.71mmHg , 59.99%

다 많았다 표(p<.0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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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7. ( )

†
고혈압: 고혈압 의사 진단을 받았거나 현재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수축기 혈압이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이상인 경우140mmHg 90mmHg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SE: Standard Error　　

변수
악력 P-

valueQ1 Q2 Q3 Q4

저체중 및 정상체중

Mean(SE)

혈압(mmHg)

SBP 114.84(0.62) 109.85(0.49) 109.62(0.44) 109.45(0.50) <.0001

DBP 71.27(0.29) 71.20(0.30) 71.81(0.29) 72.21(0.32) <.0001

N(%)

고혈압†

없음 890(76.95) 1031(87.41) 1123(89.05) 968(91.90) <.0001

있음 367(23.05) 206(12.59) 161(10.95) 96(8.10)

과체중

Mean(SE)

혈압(mmHg)

SBP 122.54(0.92) 118.69(0.80) 115.63(0.85) 113.36(0.72) <.0001

DBP 72.83(0.49) 74.33(0.46) 74.70(0.52) 74.69(0.49) <.0001

N(%)

고혈압
†

없음 254(52.58) 296(65.01) 349(76.39) 404(84.48) <.0001

있음 299(47.42) 189(34.99) 136(23.61) 97(15.52)

비만

Mean(SE)

혈압(mmHg)

SBP 125.58(0.84) 121.52(0.79) 120.55(0.72) 118.71(0.57) <.0001

DBP 74.25(0.41) 75.89(0.46) 76.57(0.40) 77.63(0.39) <.0001

N(%)

고혈압†

없음 307(40.01) 343(58.94) 370(64.14) 562(71.82) <.0001

있음 532(59.99) 308(41.06) 279(35.86) 264(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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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남녀의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연령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 을 실시한 결과는(Chi-square test) 표 8과 같다.

남성1)

남성 정상 및 저체중군에서 세 미만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은 악력이 가장65

낮은 일사분위수 군에서 이사분위수 군에서 삼사분위수(Q1) 17.90%, (Q2) 13.57%

군에서 사사분위수 군에서 으로 나타났으며 세 이상(Q3) 17.38%, (Q4) 14.77% , 65

인 경우 일사분위수 군에서 이사분위수 군에서 삼사분(Q1) 55.47%, (Q2) 46.39%,

위수 군에서 사사분위수 군에서 으로 나타나 악력에 따(Q3) 63.43%, (Q4) 44.33%

른 연령의 관련성이 보였다(p<.0001).

남성 과체중군에서 세 미만의 경우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수군에서65

이사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26.88%, 28.34% 25.52%,

서 으로 나타났으며 세 이상인 경우 일사분위수군에서 이사20.32% , 65 60.57%,

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서 으61.00%, 47.16%, 60.76%

로 나타나 악력에 따른 연령의 관련성이 보였다(p<.0001).

남성 비만군에서 세 미만의 경우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수군에서65

이사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37.63%, 39.49% 37.25%,

서 으로 나타났으며 세 이상인 경우 일사분위수군에서 이사35.66% , 65 74.55%,

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서 으73.20%, 64.72%, 80.71%

로 나타나 악력에 따른 연령의 관련성이 보였다 표(p<.0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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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

여성 정상 및 저체중군에서 세 미만의 경우 고혈압 유병률은 악력이 가장65

낮은 일사분위수 군에서 이사분위수 군에서 삼사분위수(Q1) 7.80%, (Q2) 7.04%

군에서 사사분위수 군에서 으로 나타났으며 세 이상인(Q3) 8.47%, (Q4) 7.26% , 65

경우 일사분위수군 에서 이사분위수군 에서 삼사분위(Q1) 57.59%, (Q2) 56.03%,

수군 에서 사사분위수군 군에서 으로 나타나 악력에 따(Q3) 57.36%, (Q4) 59.43%

른 연령의 관련성이 보였다(p<.0001).

여성 과체중군에서 세 미만의 경우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수군에서65

이사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22.45%, 25.63%, 19.19%,

서 으로 나타났으며 세 이상인 경우 일사분위수군에서 이사13.41% , 65 71.75%,

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서 으64.03%, 51.27%, 59.61%

로 나타나 악력에 따른 연령의 관련성이 보였다(p<.0001).

여성 비만군에서 세 미만의 경우 악력이 가장 낮은 일사분위수군에서65

이사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35.91%, 28.28%, 27.94%,

서 으로 나타났으며 세 이상인 경우 일사분위수군에서 이사26.26% , 65 77.03%,

분위수군에서 삼사분위수군에서 사사분위수군에서 으71.33%, 75.09%, 58.63%

로 나타나 악력에 따른 연령의 관련성이 보였다 표(p<.000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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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령군 비만도 및 악력 사분위수군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8. ,

변수 남 여

세 미만65 세 이상65
p-value

세 미만65 세 이상65
p-value

N(%) N(%)

정상및저체중군 n=1,833 n=791 n=4,014 n=828

악력

Q1
102/476
(17.90)

330/595
(55.47) <.0001

78/753
(7.80)

289/504
(57.59) <.0001

Q2 85/527
(13.57)

61/137
(46.39)

92/1037
(7.04)

114/200
(56.03)

Q3
86/482
(17.38)

27/49
(63.43)

110/1191
(8.47)

51/93
(57.36)

Q4 55/348
(14.77)

5/10
(44.33)

77/1033
(7.26)

19/31
(59.43)

과체중군 n=1,492 n=540 n=1,416 n=608

악력

Q1
82/262
(26.88)

211/346
(60.57) <.0001

57/227
(22.45)

242/326
(71.75) <.0001

Q2 109/385
(28.34)

78/125
(61.00)

84/324
(25.63)

105/161
(64.03)

Q3
113/424
(25.52)

27/49
(47.16)

84/398
(19.19)

52/87
(51.27)

Q4 86/421
(20.32)

12/20
(60.76)

75/467
(13.41)

22/34
(59.61)

비만군 n=2,543 n=646 n=1,931 n=1,034

악력

Q1
139/346
(37.63)

253/340
(74.55) <.0001

113/286
(35.91)

419/553
(77.03) <.0001

Q2 248/590
(39.49)

149/206
(73.20)

124/399
(28.28)

184/252
(71.33)

Q3
281/699
(37.25)

44/72
(64.72)

169/501
(27.94)

110/148
(75.09)

Q4 341/908
(35.66)

22/28
(80.71)

213/745
(26.26)

51/81
(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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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악력 수준과 고혈압 유병 유무와의 독립적인 연관성을 파악

하기 위해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을 실시하였고 오즈비 와 신뢰구간regression analysis) , (Odds Ratio, OR) 95%

를 각각 산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Confidence Interval, CI) .

값 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결과 분석은P-value 0.05 표 표9, 10과 같다.

남성1)

모형 에서는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로1

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남성대상자에서는 악력 일사분위. (Q1)

를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이사분위수 군에서 배(Q2) 0.72 (OR 0.72,

삼사분위수 군에서 배95%CI 0.61-0.84), (Q3) 0.65 (OR 0.65, 95%CI 0.55-0.76),

사사분위수 군에서 배 였다(Q4) 0.60 (OR 0.60, 95%CI 0.51-0.70) .

모형 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변수를 통제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2 , ,

시행하였다 전체 남성대상자에서는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

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배 삼사분위수군에1.23 (OR 1.23, 95%CI 1.03-1.47),

서 배 사사분위수군에서 배1.33 (OR 1.33, 95%CI 1.10-1.60), 1.67 (OR 1.67,

높았다95%CI 1.37-2.04) .

세 미만 남성 대상자는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사65

사분위수군에서 배 높았다1.58 (OR 1.58, 95%CI 1.27-1.98) .

세 이상 남성 대상자는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사65

사분위수군에서 배 높았다2.48 (OR 2.48, 95%CI 1.19-5.16) .

모형 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변수를 통제하여 로지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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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 전체 남성 대상자는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

압과의 관련성은 사사분위수군에서 배 높았1.40 (OR 1.40, 95%CI 1.14-1.72)

다 세 미만 남성 대상자는 악력 사사분위수군에서 배. 65 1.35 (OR 1.35, 95%CI

높았다 표1.06-1.71) ( 9).

표 연령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9.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72(0.61-0.84) 1.23(1.03-1.47) 1.17(0.97-1.40)

Q3 0.65(0.55-0.76) 1.33(1.10-1.60) 1.22(1.00-1.48)

Q4 0.60(0.51-0.70) 1.67(1.37-2.04) 1.40(1.14-1.72)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1.05(0.86-1.29) 1.17(0.94-1.47) 1.16(0.92-1.48)

Q3 1.09(0.89-1.34) 1.25(1.00-1.56) 1.18(0.92-1.50)

Q4 1.06(0.87-1.29) 1.58(1.27-1.98) 1.35(1.06-1.71)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98(0.75-1.27) 1.23(0.93-1.62) 1.09(0.82-1.45)

Q3 0.88(0.52-1.32) 1.41(0.89-2.22) 1.26(0.79-2.03)

Q4 1.33(0.64-2.79) 2.48(1.19-5.16) 2.02(0.9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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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

모형 에서는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로1

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여성대상자에서는 악력 일사분위를 기.

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배0.50 (OR 0.50, 95%CI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위0.44-0.58), 0.38 (OR 0.38, 95%CI 0.33-0.45),

수군에서 배 높았다 모형 분석 결과 전체0.30 (OR 0.30, 95%CI 0.26-0.36) . 2 ,

여성대상자에서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압 관련성은 사사분위수군에서

배 높았다 표1.29 (OR 1.29, 95%CI 1.06-1.57) ( 10).

표 연령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10.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고혈압약복용 허리둘레 보정3: ,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50(0.44-0.58) 1.04(0.87-1.24) 1.01(0.84-1.20)

Q3 0.38(0.33-0.45) 1.18(0.99-1.42) 1.11(0.92-1.34)

Q4 0.30(0.26-0.36) 1.29(1.06-1.57) 1.09(0.89-1.33)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0.91(0.73-1.13) 0.92(0.73-1.16) 0.89(0.70-1.12)

Q3 0.90(0.73-1.11) 1.08(0.86-1.35) 1.02(0.81-1.28)

Q4 0.88(0.70-1.09) 1.21(0.96-1.53) 1.00(0.78-1.26)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82(0.65-1.05) 1.12(0.85-1.47) 1.11(0.84-1.46)

Q3 0.80(0.59-1.07) 1.21(0.89-1.65) 1.12(0.82-1.54)

Q4 0.66(0.46-0.95) 1.10(0.75-1.62) 1.01(0.6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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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남녀의 비만도에 따른 악력 수준과 고혈압 유병 유무와의 독립

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혼란변수를 보정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

남성1)

무보정 모형 1에서 남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군에서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

로 고혈압 관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배 삼0.45 (OR 0.45, 95%CI 0.35-0.59),

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위군에서 배0.52 (OR 0.52, 95%CI 0.40-0.69), 0.38

였다(OR 0.38, 95%CI 0.27-0.54) .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변수를 통제한, , 모형 2 분석 결과 남성 저체중 및 정,

상체중 전체에서는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압 관련성은 사사분위수군

에서 배 였다1.66 (OR 1.66, 95%CI 1.08-2.56) .

모형 3에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변수를 통제하여 로지, , , ,

스틱 회귀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유의하지 않았다 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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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11.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45(0.35-0.59) 0.93(0.67-1.27) 0.87(0.63-1.20)

Q3 0.52(0.40-0.69) 1.37(0.96-1.97) 1.25(0.86-1.80)

Q4 0.38(0.27-0.54) 1.66(1.08-2.56) 1.50(0.96-2.33)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0.72(0.49-1.05) 0.84(0.54-1.30) 0.83(0.53-1.30)

Q3 0.97(0.66-1.41) 1.18(0.75-1.84) 1.11(0.70-1.75)

Q4 0.80(0.52-1.21) 1.53(0.93-2.53) 1.42(0.86-2.37)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69(0.45-1.06) 1.01(0.64-1.59) 0.94(0.60-1.49)

Q3 1.39(0.70-2.77) 2.11(0.98-4.54) 1.98(0.90-4.35)

Q4 0.64(0.17-2.43) 1.62(0.40-6.50) 1.45(0.3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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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정 모형 에서 남성 과체중에서는 이사분위수군 배1 , 0.72 (OR 0.72, 95%CI

삼사분위수군 배 사사분위수군0.53-0.98), 0.54 (OR 0.54, 95%CI 0.40-0.73),

배 였다 표0.39 (OR 0.39, 95%CI 0.28-0.54) ( 12).

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 과체중군12.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72(0.53-0.98) 1.32(0.94-1.85) 1.34(0.95-1.90)

Q3 0.54(0.40-0.73) 1.13(0.79-1.62) 1.17(0.81-1.67)

Q4 0.39(0.28-0.54) 1.22(0.82-1.81) 1.29(0.86-1.93)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1.08(0.73-1.59) 1.27(0.83-1.94) 1.32(0.85-2.03)

Q3 0.93(0.64-1.36) 1.07(0.71-1.63) 1.12(0.73-1.70)

Q4 0.69(0.47-1.02) 1.15(0.74-1.77) 1.23(0.79-1.92)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1.02(0.62-1.67) 1.29(0.76-2.18) 1.20(0.70-2.03)

Q3 0.58(0.28-1.23) 1.16(0.53-2.56) 1.14(0.53-2.46)

Q4 1.01(0.31-3.25) 2.45(0.81-7.40) 2.35(0.7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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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비만 무보정 모형 1에서는 삼사분위수군 배0.64 (OR 0.64, 95%CI

사사분위수군 배 였고 연령 소0.50-0.81), 0.58 (OR 0.58, 95%CI 0.46-0.73) , ,

득 교육수준 변수를 통제한, 모형 2 분석 결과 사사분위수군 배, 1.34 (OR

였다 표1.34, 95%CI 1.03-1.76) ( 13).

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 비만군13.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81(0.64-1.03) 1.14(0.88-1.48) 1.24(0.94-1.63)

Q3 0.64(0.50-0.81) 1.08(0.83-1.41) 1.20(0.90-1.59)

Q4 0.58(0.46-0.73) 1.23(0.95-1.60) 1.34(1.03-1.76)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1.08(0.80-1.47) 1.16(0.84-1.60) 1.24(0.89-1.74)

Q3 0.98(0.73-1.32) 1.08(0.79-1.48) 1.20(0.86-1.66)

Q4 0.92(0.70-1.20) 1.22(0.91-1.64) 1.32(0.97-1.79)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93(0.61-1.44) 1.06(0.66-1.69) 1.12(0.69-1.83)

Q3 0.63(0.35-1.13) 0.88(0.46-1.66) 0.89(0.45-1.73)

Q4 1.43(0.41-5.03) 1.91(0.56-6.55) 2.16(0.6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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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2)

무보정 모형 1에서 여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에서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배0.48 (OR 0.48, 95%CI 0.39-0.60),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위수군에서0.41 (OR 0.41, 95%CI 0.33-0.52), 0.29

배(OR 0.29, 95%CI 였다 표0.22-0.40) ( 14).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변수를 통제한, , 모형 2 분석 결과 여성 저체중 및 정,

상체중에서는 악력 일사분위수군을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삼사분위수

군에서 배1.78 (OR 1.78, 95%CI 사사분위수군에서 배95%CI 1.30-2.43), 1.58

(OR 1.58, 95%CI 였고 세 미만 여성 대상자는 삼사분위수군에1.10-2.27) , 65

서 배 세 이상 여성 대상자는 이사분위수1.44 (OR 1.44, 95%CI 1.02-2.05), 65

군에서 배 삼사분위수군에서 배1.65 (OR 1.65, 95%CI 1.04-2.62), 1.98 (OR

사사분위수군에서 배1.98, 95%CI 1.10-3.55), 2.56 (OR 2.56, 95%CI

였다 표1.21-5.40) ( 14).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변수를 통제한, , , , 모형 3 분석 결과 여,

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에서는 악력 일사분위수군을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

성은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위수군에서1.72 (OR 1.72, 95%CI 1.26-2.36),

배 였고 세 이상에서는 이사분위수군에서1.52 (OR 1.52, 95%CI 1.05-2.20) , 65

배 삼사분위수군에서 배1.66 (OR 1.66, 95%CI 1.04-2.64), 1.99 (OR 1.99, 95%CI

사사분위수군에서 배 였다 표1.11-3.58), 2.64 (OR 2.64, 95%CI 1.25-5.58)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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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14.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48(0.39-0.60) 1.34(0.99-1.79) 1.31(0.97-1.78)

Q3 0.41(0.33-0.52) 1.78(1.30-2.43) 1.72(1.26-2.36)

Q4 0.29(0.22-0.40) 1.58(1.10-2.27) 1.52(1.05-2.20)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0.90(0.64-1.26) 1.02(0.72-1.45) 1.00(0.69-1.43)

Q3 1.09(0.79-1.51) 1.44(1.02-2.05) 1.39(0.98-1.99)

Q4 0.92(0.63-1.36) 1.27(0.85-1.90) 1.18(0.78-1.80)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94(0.64-1.37) 1.65(1.04-2.62) 1.66(1.04-2.64)

Q3 0.99(0.59-1.65) 1.98(1.10-3.55) 1.99(1.11-3.58)

Q4 1.08(0.53-2.18) 2.56(1.21-5.40) 2.64(1.2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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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정 모형 1에서 과체중 여성 대상자에서는 악력 일사분위수군 을 기준, (Q1)

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배0.60 (OR 0.60, 95%CI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위0.45-0.80), 0.34 (OR 0.34, 95%CI 0.25-0.47),

수군에서 배 였고 세 미만에서는 사사분위0.20 (OR 0.20, 95%CI 0.15-0.29) , 65

수군에서 배 세 이상에서는 삼사분위수군에0.54 (OR 0.54, 95%CI 0.34-0.85), 65

서 배 였다0.41 (OR 0.41, 95%CI 0.23-0.73) .

모형 2 분석 결과 세 이상에서는 악력 일사분위수군 을 기준으로 고혈, 65 (Q1)

압과의 관련성은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였고0.51 (OR 0.51, 95%CI 0.27-0.94) 모

형 3 분석 결과 세 이상에서는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65 0.50 (OR 0.50, 95%CI

였다 표0.27-0.95) ( 15).

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 과체중군15.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60(0.45-0.80) 0.99(0.71-1.38) 0.99(0.71-1.38)

Q3 0.34(0.25-0.47) 0.83(0.57-1.22) 0.83(0.57-1.22)

Q4 0.20(0.15-0.29) 0.80(0.54-1.18) 0.80(0.54-1.18)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1.19(0.76-1.87) 1.06(0.64-1.74) 1.06(0.64-1.76)

Q3 0.82(0.52-1.29) 0.97(0.58-1.61) 0.97(0.58-1.63)

Q4 0.54(0.34-0.85) 0.83(0.51-1.36) 0.82(0.50-1.36)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70(0.45-1.10) 0.79(0.49-1.27) 0.79(0.49-1.27)

Q3 0.41(0.23-0.73) 0.51(0.27-0.94) 0.50(0.27-0.95)

Q4 0.58(0.25-1.37) 0.95(0.38-2.39) 0.98(0.3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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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정 모형 1에서 비만 여성 대상자에서 악력 일사분위를 기준으로 고혈압,

과의 관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배 삼사분위0.47 (OR 0.47, 95%CI 0.36-0.59),

수군에서 배 사사분위수군에서 배0.37 (OR 0.37, 95%CI 0.29-0.48), 0.26 (OR

였다 표0.26, 95%CI 0.21-0.33) ( 16).

세 미만 여성 대상자는 악력 일사분위수군 을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65 (Q1)

성은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위수군에서0.69 (OR 0.69, 95%CI 0.49-0.98),

배 였고 세 이상 여성 대상자는 악력 일사분0.64 (OR 0.64, 95%CI 0.45-0.89) , 65

위수군 을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사사분위수군에서 배(Q1) 0.42 (OR

였다 표0.42, 95%CI 0.26-0.70) ( 16).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변수를 통제한, , 모형 2 분석 결과 여성 비만 전체 여성,

대상자에서는 악력 일사분위수군 을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이사분(Q1)

위수군에서 배 였고 세 미만 여성 대상자는0.75 (OR 0.75, 95%CI 0.57-0.98) , 65

악력 일사분위수군 을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Q1)

배 였다 표0.64 (OR 0.64, 95%CI 0.42-0.96) ( 16).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변수를 통제한, , , , 모형 3 분석 결과 여,

성 비만군에서 세 미만 여성 대상자는 악력 일사분위수군 을 기준으로 고65 (Q1)

혈압과의 관련성은 이사분위수군에서 배 였고0.64 (OR 0.64, 95%CI 0.42-0.97) ,

세 이상 여성 대상자는 악력 일사분위수군 을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65 (Q1)

성은 사사분위수군에서 배 였다0.59 (OR 0.59, 95%CI 0.35-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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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 비만군16.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무보정1: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보정2: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 , , , ,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47(0.36-0.59) 0.75(0.57-0.98) 0.77(0.58-1.02)

Q3 0.37(0.29-0.48) 0.89(0.67-1.18) 0.91(0.68-1.21)

Q4 0.26(0.21-0.33) 0.92(0.68-1.24) 0.94(0.69-1.27)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0.704(0.48-1.03) 0.64(0.42-0.96) 0.64(0.42-0.97)

Q3 0.692(0.49-0.98) 0.75(0.51-1.10) 0.76(0.52-1.12)

Q4 0.636(0.45-0.89) 0.87(0.60-1.28) 0.89(0.60-1.31)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74(0.50-1.10) 0.89(0.57-1.38) 0.89(0.57-1.40)

Q3 0.90(0.56-1.43) 1.28(0.77-2.13) 1.22(0.73-2.03)

Q4 0.42(0.26-0.70) 0.63(0.37-1.06) 0.59(0.3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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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기 원시자료 년도 를 대상으로7 (2016~2018 )

하여 악력 수준에 따라서 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비만도와 연령에19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악력은 개인별 신체적 차이.

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인자이므로 악력을 사분위수에 따라서 나누어 혈압과

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무보정 모형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악. ,

력이 낮은 군에서 악력이 높은 군보다 고혈압 유병률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악력이 높아질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선행논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정아, 2017).

하지만 선행논문에서는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

과 흡연여부 허리둘레와 같은 건강상태 요인이 악력 및 혈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요인들을 혼란변수로,

지정하여 모형을 보정하였을 때 악력이 고혈압 유병률에 미치는 관련성에 어

떠한 변화된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경환 등 박밀수( , 1993; ,

김유미 강성홍 특히 비만도는 악력과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 , 2015).

적인 변수로 보고되고 있지만 장동민 등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 , 2013),

압 유병률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에 따라 비만도를 저체중 및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으로 나누어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 유병률의 관련성,

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대상으로 악력과 고혈.

압 유병률의 관련성을 분석한다면 남녀의 악력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성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단변수분석에서 비만도에 따른 고혈압 유병자의 수에 대한 악력과 연령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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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연령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 유,

병률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전체 남성대상자에서는 악력 일사분위 를 기준으로 고혈압과의 관련성은(Q1)

이사분위수 군에서 배 삼사분위수(Q2) 0.72 (OR 0.72, 95%CI 0.61-0.84), (Q3)

군에서 배 사사분위수 군에서 배0.65 (OR 0.65, 95%CI 0.55-0.76), (Q4) 0.60

였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요인을(OR 0.60, 95%CI 0.51-0.70) . ,

보정한 후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사라졌으며 사사분위수군에서는 배, 1.40 (OR

로 높아졌고 세 미만 사사분위수 군에서1.40, 95%CI 1.14-1.72) , 65 (Q4)

배 로 높아졌다1.35 (OR 1.35, 95%CI 1.06-1.71) .

전체 여성대상자에서는 이사분위수군에서 배0.50 (OR 0.50, 95%CI

삼사분위수군에서 배 사사분0.44-0.58), 0.38 (OR 0.38, 95%CI 0.33-0.45),

위수군에서 배 세 이상에서는 사사분위0.30 (OR 0.30, 95%CI 0.26-0.36), 65

수군에서 배 였다0.66 (OR 0.66, 95%CI 0.46-0.95) .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

요인을 보정한 후에 이러한 관련성은 약해졌으나 세 이상 과체중군 비만, 65 ,

군과 세 미만 비만군에서는 일부 유지되었다 세 이상 여성 과체중군65 [65 (OR

세 이상 여성 비만군 사사분위수군0.50, 95%CI 0.27-0.95), 65 (OR 0.59,

세 미만 비만군 이사분위수군95%CI 0.35-0.99), 65 (OR 0.64, 95CI%

그러나 저체중 및 정상체중군에서는 위험이 높아졌다 삼사분0.42-0.97)]. [(

위수군 사사분위수군(OR 1.72, 95%CI 1.26-2.36), (OR 1.52, 95%CI

세 이상 여성 이사분위수군 삼1.05-2.20), 65 (OR 1.66, 95%CI 1.04-2.64),

사분위수군 사사분위수군(OR 1.99, 95%CI 1.11-3.58), (OR 2.64, 95%CI

1.25-5.58)].

만 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서 악력이 높은 군에서 고혈압 유병 위19

험이 낮았으나 연령 사회경제학적 요인 건강행태요인을 보정한 후에는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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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성이 약해지거나 일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혈압의, .

결정요인으로서 악력의 영향은 존재하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적 요인과,

독립적인 관련성은 아니다.

다만 여성 세 이상 과체중군 비만군에서는 악력의 보호효과가 일부 관, 65 ,

찰되었으며 남성 비만군과 여성 저체중 정상체중군에서는 오히려 악력이 높, /

은 경우 고혈압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은 전체인구.

보다는 연령 비만도에 따른 하위군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이러한 각, ,

하위군에 맞추어 차별화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 세 이상 과체중군 비만군에서 악력의 보호효과가 나타난 점은 이65 , ,

들 인구집단에서는 악력 강화 신체활동의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할 수 있다.

여성 특히 노인인구에서 근육량 저하 위험이 알려져 왔으므로 여성 과체중, , ,

비만 노인에서 고혈압 예방 관리를 위한 근력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반면 남성 비만군과 여성 저체중 정상체중군에서는 오히려 악력이 높은 경, /

우 고혈압 위험이 높았는데 단면연구에서 이를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역인과성 즉 고혈압이 있는 군이 신체활동을 보다 잘 실(reverse causation)

천하여 근력이 높아진 상황일 수 있으며 또는 여성 정상체중군은 젊은 연령,

이 많고 이들에서는 근력이 강한 반면 이 군의 노인들은 근력이 약하기 때,

문일 수 있다 즉 연령의 영향을 보정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보정되지 않은.

과소보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민감도 분석으로 여러 모형을 비교해 보았는데 부록표 에서, 1~6

는 건강상태요인의 변수 선정을 위하여 서로 다른 모형으로 분석하여 비교해

보았다 모형 에서는 흡연 를 보정하였고 모형 에서는 흡연 허리. 3-a , BMI , 3-b ,

둘레 모형 에서는 흡연 허리둘레 키를 보정하였다 그 결과는 서로 유사, 3-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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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을 보였고 큰 차이가 없어 이 중 가장 단순한 모형을 채택하였다, , .

본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계층화된 표집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

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이 확보된 연구라는 장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구.

결과 해석에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현재까지 기의. , 1~7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공개된 기의 년간 조사된 자7 3

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전체 자료를 분석결과는 이 연구 결과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년간의 자료를 이용한 단면 연구를 수행하. , 3

여 시간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요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힘들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일부 연령 비만도 군에서 모형 와, 2

모형 에서 악력이 높은 군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높은 현상은 단면연구로 인3

한 비뚤림으로 인해 나온 결과일 수 있는데 즉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 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악력이 강해졌

고 이에 따라 고혈압이 있으면 악력이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을 가능성도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면연구에서는 명확히 구분이 어려우며 따라서 전.

향연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령유무 성,

별 비만도를 구분하여 악력과 고혈압 유병률의 관계성을 찾고자 하였지만 연,

령과 비만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연령 비만,

도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악력이 높아짐에 따라 고혈압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상태 요인을 보정하였을 때 악력이,

높아짐에 따라 고혈압과의 관련성이 약해지거나 일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

났다 이는 선행논문과 다르게 사회경제학적 요인을 고려한 결과이며 단면연. ,

구로 인하여 결과 해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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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만도에 따라 근력의 지표로 사용되는 악력과 고혈압 유병률의

관련성을 알아보아 고혈압 관리를 위한 근력 운동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알아

보고자 하였다.

만 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 남녀에서 악력이 높아질수록 고혈압 유병률이19

낮아졌고 이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했으나 연령 사회경제학적 요인 소득수준, ( ,

교육수준 건강행태요인 흡연 허리둘레 을 보정한 결과 이러한 관련성이 약), ( , )

해지거나 일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고혈압의 결정요인으로서, .

악력의 영향은 존재하나 인구사회학적 건강행태적 요인과 독립적인 관련성은,

아니다 다만 여성 세 이상 과체중군 비만군에서는 악력의 보호효과가 일. , 65 ,

부 관찰되었으며 남성 비만군과 여성 저체중 정상체중군에서는 오히려 악력, /

이 높은 경우 고혈압 위험이 높았다 그러므로 고혈압의 결정요인으로서 악력.

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의 범위가 큰 자료보다는, ,

상호 동질적인 집단인 같은 연령대 비슷한 소득 교육수준을 가진 인구집단에, ,

서의 분석이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시사점을 반영하여 악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서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

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악력과 혈압에 관한 전향적 연구를 통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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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1.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보정3-a: , , , , BMI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b: , ,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키 보정3-c: , , , , /

변수 모형 3-a 모형 3-b 모형 3-c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92(0.67-1.26) 0.87(0.63-1.20) 0.91(0.66-1.25)

Q3 1.35(0.94-1.96) 1.25(0.86-1.80) 1.36(0.94-1.96)

Q4 1.63(1.06-2.52) 1.5(0.96-2.33) 1.68(1.08-2.60)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0.83(0.53-1.30) 0.83(0.53-1.30) 0.86(0.55-1.35)

Q3 1.16(0.74-1.83) 1.11(0.70-1.75) 1.21(0.77-1.91)

Q4 1.51(0.91-2.49) 1.42(0.86-2.37) 1.61(0.96-2.68)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1.02(0.65-1.62) 0.94(0.60-1.49) 0.97(0.62-1.53)

Q3 2.15(0.99-4.66) 1.98(0.90-4.35) 2.12(0.96-4.71)

Q4 1.64(0.40-6.69) 1.45(0.35-5.99) 1.59(0.39-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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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 과체중군2.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보정3-a: , , , , BMI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b: , ,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키 보정3-c: , , , , /

변수 모형 3-a 모형 3-b 모형 3-c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1.32(0.94-1.87) 1.34(0.95-1.90) 1.39(0.98-1.98)

Q3 1.14(0.80-1.63) 1.17(0.81-1.67) 1.25(0.86-1.81)

Q4 1.25(0.84-1.87) 1.29(0.86-1.93) 1.44(0.95-2.19)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1.29(0.84-1.97) 1.32(0.85-2.03) 1.35(0.87-2.09)

Q3 1.09(0.72-1.65) 1.12(0.73-1.70) 1.18(0.77-1.83)

Q4 1.19(0.76-1.84) 1.23(0.79-1.92) 1.36(0.85-2.17)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1.21(0.72-2.04) 1.20(0.70-2.03) 1.30(0.76-2.22)

Q3 1.10(0.50-2.41) 1.14(0.53-2.46) 1.30(0.60-2.83)

Q4 2.44(0.81-7.37) 2.35(0.78-7.09) 2.76(0.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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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남성 비만군3.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보정3-a: , , , , BMI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b: , ,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키 보정3-c: , , , , /

변수 모형 3-a 모형 3-b 모형 3-c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1.14(0.88-1.48) 1.24(0.94-1.63) 1.28(0.97-1.69)

Q3 1.08(0.83-1.42) 1.20(0.90-1.59) 1.30(0.98-1.74)

Q4 1.23(0.95-1.60) 1.34(1.03-1.76) 1.57(1.18-2.07)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1.16(0.84-1.60) 1.24(0.89-1.74) 1.28(0.91-1.81)

Q3 1.09(0.80-1.50) 1.20(0.86-1.66) 1.30(0.93-1.81)

Q4 1.23(0.92-1.65) 1.32(0.97-1.79) 1.54(1.12-2.11)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1.05(0.65-1.67) 1.12(0.69-1.83) 1.18(0.74-1.91)

Q3 0.86(0.45-1.64) 0.89(0.45-1.73) 1.03(0.53-2.01)

Q4 1.90(0.54-6.64) 2.16(0.66-7.09) 2.63(0.7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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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 저체중 및 정상체중4.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보정3-a: , , , , BMI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b: , ,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키 보정3-c: , , , , /

변수 모형 3-a 모형 3-b 모형 3-c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1.34(0.99-1.81) 1.31(0.97-1.78) 1.35(1.00-1.84)

Q3 1.78(1.30-2.43) 1.72(1.26-2.36) 1.80(1.31-2.46)

Q4 1.60(1.11-2.31) 1.52(1.05-2.20) 1.63(1.13-2.35)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0.99(0.69-1.41) 1.00(0.69-1.43) 1.02(0.71-1.47)

Q3 1.41(0.99-2.01) 1.39(0.98-1.99) 1.45(1.02-2.07)

Q4 1.25(0.83-1.89) 1.18(0.78-1.80) 1.29(0.85-1.95)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1.70(1.07-2.69) 1.66(1.04-2.64) 1.69(1.06-2.70)

Q3 2.03(1.13-3.65) 1.99(1.11-3.58) 2.03(1.13-3.66)

Q4 2.66(1.26-5.62) 2.64(1.25-5.58) 2.74(1.3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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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 과체중군5.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보정3-a: , , , , BMI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b: , ,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키 보정3-c: , , , , /

변수 모형 3-a 모형 3-b 모형 3-c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99(0.71-1.39) 0.99(0.71-1.38) 1.02(0.73-1.43)

Q3 0.83(0.56-1.21) 0.83(0.57-1.22) 0.88(0.60-1.30)

Q4 0.80(0.54-1.19) 0.80(0.54-1.18) 0.86(0.58-1.29)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1.06(0.64-1.76) 1.06(0.64-1.76) 1.09(0.65-1.81)

Q3 0.96(0.58-1.59) 0.97(0.58-1.63) 1.03(0.61-1.72)

Q4 0.83(0.50-1.38) 0.82(0.50-1.36) 0.90(0.54-1.50)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79(0.49-1.28) 0.79(0.49-1.27) 0.80(0.50-1.30)

Q3 0.51(0.27-0.95) 0.50(0.27-0.95) 0.52(0.28-0.99)

Q4 0.97(0.38-2.49) 0.98(0.38-2.52) 1.04(0.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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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비만도에 따른 악력과 고혈압의 관련성 여성 비만군6. ( )

OR: odds ration, 95%CI: Confidential Interval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보정3-a: , , , , BMI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보정3-b: , , , ,
모형 연령 소득 교육수준 흡연 허리둘레 키 보정3-c: , , , , /

변수 모형 3-a 모형 3-b 모형 3-c

OR(95% CI) OR(95% CI) OR(95% CI)

전체

악력

Q1 1.00 1.00 1.00

Q2 0.76(0.57-1.00) 0.77(0.58-1.02) 0.83(0.63-1.10)

Q3 0.90(0.68-1.21) 0.91(0.68-1.21) 1.01(0.75-1.34)

Q4 0.92(0.68-1.25) 0.94(0.69-1.27) 1.11(0.82-1.52)

세 미만65

악력

Q1 1.00 1.00 1.00

Q2 0.64(0.43-0.97) 0.64(0.42-0.97) 0.69(0.45-1.05)

Q3 0.77(0.52-1.13) 0.76(0.52-1.12) 0.85(0.57-1.25)

Q4 0.88(0.60-1.29) 0.89(0.60-1.31) 1.07(0.72-1.59)

세 이상65

악력

Q1 1.00 1.00 1.00

Q2 0.89(0.57-1.40) 0.89(0.57-1.40) 0.95(0.61-1.49)

Q3 1.22(0.73-2.03) 1.22(0.73-2.03) 1.31(0.79-2.18)

Q4 0.59(0.35-0.99) 0.59(0.35-0.99) 0.65(0.38-1.11)



- 54 -

Background and Objective: Grip strength is a simple, economical, and

easy-to-use tool as a measure of muscle strength. It has been reported that

increasing muscle strength through physical activity can reduce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However, people with overweight or obese have

more muscle mass and strength but have high risk of blood pressure.

Therefore, in order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rip strength and

hypertension, it is necessary to find out the association between grip

strength and hypertension by obesity degree.

Methodology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tudy using data from

the 7th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p strength and blood pressur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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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ing the grip strength into the quartile group for 18,558 men

and women (8,130 males and 10,428 females) over the age of 19.

Logistic analysis was conducted both before and after corrections for

demographic factors (age, income, education) and health behavior

factors (smoking, waist circumference).

Result: For male subjects before correction, the hypertension

prevalence was 0.72 times (OR 0.72, 95% CI 0.61-0.84) in the second

quartile (Q2) group, 0.65 times (OR 0.65, 95%CI 0.55-0.76) in the

third quartile (Q3) group and 0.60 times (OR 0.60, 95%CI 0.51-0.70)

in the fourth quartile group based on the first quartile (Q1) grip

strength group. After adjusting for demographic and health behavior

factors, it has resulted that all male group has 1.40 times (OR 1.40,

95%CI 1.14-1.72) and male group under 65 has 1.35 times (OR 1.35,

95%CI 1.06-1.71) higher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fourth quartile

group (Q4).

Meanwhile, the result before correction for female subjects has

shown that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of all female group was

0.50 times (OR 0.50, 95%CI 0.44-0.58), 0.38 times (OR 0.38, 95%CI

0.33-0.45) and 0.30 times (OR 0.30, 95%CI 0.26-0.36) higher for each

quartile group; female group above 65 was 0.66 times (OR 0.66,

95%CI 0.46-0.95) higher in the fourth quartile group (Q4). After

adjusting for demographic and health behavior factors, this relationship

was weakened, but it was partially maintained in the overweight and

obese group over 65 years old and the obese group under 6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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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However, the risk has increased in the underweight and normal

weight groups.

Conclusion: The prevalence of hypertension in males and females

above the age of 19 in Korea has decreased as grip strength has

increased. As a result of correcting for demographic and health

behavioral factors, this trend has disappeared or several contradictory

results have been found by each model and categorizing group.

Therefore, it would be thought that the influence of age, income, and

education level might have more influence than the grip strength as a

determinant of hypertension, thus further analysis in homogeneous

population groups is considered to be more advantageous for future

study.

Key words : grip strength, hypertension, obesity,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