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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배경 및 목적: 심뇌혈관질환은 10대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서 심장질환의 경우 꾸준히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비 및 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심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정책, 사업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악력은 근력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절대악력을 체질량지수 나눈 상대악력은 

건강상태, 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예측하는 경제적이고 간단하며 효용성 높

은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낮은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가 있으

나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반복 측정된 데이터의 

특징을 활용하여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변동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06년~2018년까지 총 7차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조사 시 심뇌혈관질환이 없는 대상자 중 추후 N차 

조사(2~6차) 중 하나 이상의 조사자료가 있는 45세 이상 90세 미만의 대상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관심변수인 상대악력을 각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삼분위수로 나누어 

하위(Low), 중위(Middle), 상위(High) 세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Chi-square tes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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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고, N차의 상대악력 및 상대악력 변

동에 따른 N+1차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여부는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이용

하여 오즈비(Odds Ratio)로 평가하였다. 성별, 연령, 위험인자 유무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상대악력 및 상대악력 변동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위험

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AS version 9.4를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 경제학적 요인을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악

력 상위집단 대비 하위집단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44배(95% 

CI: 1.19-1.7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시 상대악력 유지·증가군에 대비 상대악력 감소군(악력 

하위수준 유지 포함)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59배(95% CI: 1.33-1.9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하위집단으로 분석한 결과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변

동 모두 남성과 여성, 65세 이상, 위험인자(고혈압·당뇨군)과 위험인자가 없는 

군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65세 미만의 경우 상대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

생간의 연관성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낮은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감소(악력 하위수준 유지 포함)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심뇌혈관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자로서 상대악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활용

되기 위해서는 상대악력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임상적 기준값을 찾

기 위한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의 지표자로서의 상대

악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그 공중보건학적 의의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핵심어: 상대악력, 심뇌혈관질환, 일반화추정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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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를 말한다(보건복지부, 2020).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선행 질환을 총칭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림 1>과 같이 

통계청 사망자료에 의하면 10대 사망원인 중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

위를 기록하며, 2020년 심뇌혈관질환의 사망자수는 54,207명으로 전체 사망의 

17.8%를 차지하였다(통계청, 2020).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

지만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며 그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

고, 여성보단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했으며, 연령대별로 60~70대 환자가 전체 

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 또한 심뇌혈관

질환으로 병의원을 방문한 진료 인원이 지속적으로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진

료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흡연, 

음주 등 생활습관 요인이 개선되지 않고,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

테롤혈증 등에 대한 적정 관리도 저조한 실정이다(질병관리청, 2021a). 국가

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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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률 추이(통계청, 2020).

그림 2. 연도별 심혈관질환 환자 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 3 -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2018년

부터 보건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광역자

치단체 등이 함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운영·구축하는 등 심뇌혈관

질환 발병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여러가지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1b).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와 

관련하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가 임상에

서 일상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이며, 좀 더 

보편적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

다(Kim et al., 2021).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골격근량 및 근력의 감소와 이에 따른 신체적 기능저

하는 노화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최근에서는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표지자

로서도 보고 있다(김소미 등, 2019). 근감소증(sarcopenia)은 나이가 많아지면

서 근육의 양, 근력, 근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이며, 보통 골격 근육량, 악력, 

신체기능(보행속도 등)으로 평가하여 진단한다. 특히 악력(Handgrip strenth, 

HGS)은 근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자(Roberts et al., 

2011) 근육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며, 비침습적이고 경제적이며 간단

한 측정방법으로 효율성이 높다(Lauretani et al., 2003; Bohannon, 2008).

  악력은 건강과 관련된 지표로 특히 악력과 사망, 악력과 질환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악력에 대한 공식화된 기준이 없기에 악력

의 종류와 악력 설정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 

진행된 코호트 연구에서 악력과 사망률, 악력과 질환 발생률을 확인한 결과 서

로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고(Celis-Morales et al., 2018), 또 다른 연구에서

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Leong et al., 2015; Wu et al., 2017). 특히 이들 

연구에서 악력과 심혈관질환 사망, 악력과 심혈관질환 발생의 연관성이 확인되

었고 악력이 심뇌혈관질환의 예측인자임이 확인되었다. 악력이 심혈관질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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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또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진료 현장에서 간단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조민경 등, 

2019). 또한 김소미 (2019)등은 심혈관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개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낮은 

악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여 적극적인 근력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사망

률을 낮추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악력의 강도는 사람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체중 및 신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악력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나눈 상대 악력 값을 

사용하여 이를 통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Studenski et al, 2014; Lawman et 

al.,2016). 또한 악력을 체질량지수로 나눈 상대악력(Relative grip strength, 

RGS)은 일반 악력보다 심혈관계 건강 및 사망률에 더 유용하고 타당성을 가지

는 예측인자로 사용되고 있다(Lawman et al., 2016; Lee et al., 2016). 

  국내·외에서 악력과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발생보다는 사망률 관점에 많은 연구

가 진행되었다(Kim et al., 2019; 김소미 등, 2019). 또한 악력과 심뇌혈관질

환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단면 연구(조민경 등, 2019) 또는 동일 조사 시점

에서 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Jang, Kim and Lee, 

2020).또한 절대악력과 상대악력을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

악력이 뇌혈관질환 발생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었다(정석

환, 김재현,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건강 행태 및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악력

의 변동성을 함께 고려하여 고령화연구패널의 반복 측정된 관측치를 바탕으로 

체질량지수를 반영한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변동이 1~2년 안에 심뇌혈관질환 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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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06년~2018년까지 조사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이용

하여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한다. 간단하면서도 비침습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상대악력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상대악력의 임상적 의의와 심뇌혈관질환 예

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시점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상대악력 수

준에 따른 일반적 특성도 함께 확인한다. 

  둘째, 반복 측정된 자료를 통해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과 그 외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확인한다. 

  셋째, 하위집단별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넷째, 상대악력 변화가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세부적으

로 상대악력 그룹별(Low, Middle, High)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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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고찰

가. 상대악력

  악력(grip strength)은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 주로 상지근력을 나타

내며 몸의 근력과 연관성을 가지기에 주로 근력의 쇠약이나 손실과 관련된 질

환의 진단, 치료 효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평가에 사용된다(정석환, 김재현, 

2019). 또한 질병 및 건강 문제를 추적하는 수단으로서 악력은 인구의 이환율 

및 사망률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질병 보호와 건강 증진와 관련하여 선

호되는 도구이다(de Araújo Amaral et al., 2020).

  그동안 악력과 사망, 이환 등에 대한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보통 악력계로 측정한 악력값의 평균을 나타내는 절대악력과 

그 절대악력을 BMI(body mass index), 체중, 신장 등의 신체 크기로 나눈 상

대악력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때로는 주로 사용하는 손

의 악력을 측정한 지배적 악력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악력 측정에 대

한 방법과 어떠한 악력을 활용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악력의 최대값 또는 평

균값을 활용해야 하는지, 악력을 몇 번 측정해야 하는지, 양 쪽 손의 악력 또

는 주로 사용하는 손의 악력(dominant hand)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

식화된 기준이 없으므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Roberts et al., 2011). 

  악력과 인체학적 수치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악력계를 이용한 측정한 악력값이 체중 또는 체질량지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Massy-Westropp et al., 2011; Silva et al., 2013; Keevil et al., 

2015),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체중, BMI, 신장 등 인체학적 수

치들이 악력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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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력을 다양한 신체학적 지수(체중, 체질량지수, 체지방량 등)로 나누어 상대

악력을 설정한 후 심혈관질환 위험 인자와의 연관성을 비교하여 예측력이 좋

은 인자를 확인한 연구도 진행되었다(Yu et al., 2019). 고령화패널자료를 활

용하여 악력과 대사증후군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단순 절대악력을 활

용할 시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보여줬으나, 절대악력을 체중 또는 BMI

로 나눈 상대악력을 적용한 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악력이 대사증후군과 연관

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Chun et al., 2019). 악력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단순 절대악력보다 체질량지수를 나누어 적용한 상대악력

에서 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Chon, Shin and Kim, 2020). 노인의 건강 노

화와 만성질환의 평가에 예측 도구로서 악력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절대악력과 

상대악력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고, 그 결과 체질량 증가와 낮은 근력의 위

험을 동시에 평가하는 상대악력이 심혈관 건강 바이오마커와 유의하게 연관되

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 유용성을 뒷받침하였다(Lawman et al., 2016). 

Choquette (2010)등은 체질량지수를 반영한 상대악력이 건강과 관련한 대규모 

연구 및 임상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효용성이 높은 도구라고 보고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혈관계질환 예측에 상대악력이 더 강한 관련성이 있다

는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비만에 대한 영향을 보정할 수 있는 상

대 악력이 근력을 대표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제안된다고 보았다(조진경, 

윤은선, 박수현, 2019). 악력과 심뇌혈관질환 10년 위험도를 평가한 연구에서

는 절대악력을 체질량지수로 나눈 상대악력이 가장 일관된 결과를 제공하며 

심혈관 위험 예측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보았다(Kim, Park and Kim, 2021).  



- 8 -

나. 악력과 심뇌혈관질환

  악력과 신체기능 저하, 건강상태 및 질병 그리고 사망의 연관성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임상적으로 악력을 건강 예측 인자로 활용하여 

건강 상태가 취약한 환자의 선별에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소

미 등, 2019). 특히 노화가 진행되면서 근력이 감소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

이 높아지면서 악력과 만성질환간의 연관성에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악력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연구를 통해 악력과 모든 원인의 사망위험간의 반비례적 결과가 입증

되었다(Arvandi et al., 2016; Bae et al., 2019). 세부적으로 모든 사망 및 

원인 질환별 사망에 대한 연구들을 확인해보면 20년을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

구에서는 악력과 모든 원인의 사망뿐 아니라 관상동맥 및 뇌경색으로 인한 사

망간에도 반비례한 결과를 보였다(Sasaki et al., 2007). 일본에서 중년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악력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사망, 호흡

기계 사망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고(Kishimoto et al., 2014), 메타분석을 통한 연구들에서는 악력이 높을수

록 모든 원인 및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Lee, 2020; 

Soysal 2021). 고령화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악력과 심혈관질환, 암 및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악력이 낮을수록 모든 원인 및 

심혈관 사망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Kim et al., 2019). 성별을 구분하여 

악력과 심장질환 사망률간의 연관성을 확인한 연구에서는 남성에서 저악력군에 

대비 중·고악력군에서 사망 위험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여성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나 저악력군 대비 심혈관질

환 사망 위험비가 고악력군보다 중악력군에서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어느 기준 

이상 악력이 유지된다면 더 높은 악력을 가진다고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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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도 하였다(김소미 등, 2019). 

  악력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심혈관질환에도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

석한 연구들도 있었다. 영국에서 502,293명의 40세 이상 70세 미만을 대상으

로 시행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악력과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암 발

생률 및 사망률 간의 강한 역연관성이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Celis-Morales, 

2018). 또한 Leong (2015)등은 17개의 나라에서 수행한 대규모 종단 연구를 통

해 악력과 사망률(심혈관질환 및 비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포함), 심근경색증, 

뇌졸중 사이의 반비례 연관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악력이 수축기 혈압보다 심혈

관질환 사망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임을 확인하였다. 42개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해 범주형 악력과 연속형 악력에서 모두 악력과 모든 원인의 사망

률, 심혈관질환 사이의 선형관계가 확인되며 그 연관성을 입증하였다(Wu et al., 

2017). Laukkanen (2020)등은 절대악력을 체중으로 나눈 상대악력과 치명적인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모든 원인의 사망률 사이에 역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악력 수준이 낮아질수록 만성질환 수는 유의하게 증가하고, 만성

질환 수에 따른 사망 위험을 산출한 결과, 상위 악력에서는 만성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에 차이가 없었던 반면, 중위 악력 및 하위 악력에서는 만성질환수가 

증가할수록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인환, 강현식, 2020).

  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또는 위험도와 악력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간의 연관성을 확인해보면 여러 연구에서 악력이 만성

질환(당뇨, 대사증후군 등)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Cetinus et 

al., 2005; Yang et al., 2012; 조진경, 윤은선, 박수현, 2019; 윤은선, 박수

현, 2020). 대만에서 시행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상대악력과 지배적 악력(주로 

사용하는 손의 악력)을 구분하여 심혈관질환 위험요인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

하였고, 상대악력의 경우 심장 대사 질환 위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지배적 악력보다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Lee et al., 2016). 또한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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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등은 미국과 중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단연구에서 악력을 낮아질

수록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증가

함을 보고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ASCVD) 점수와 FRS(Framingham Risk Score)를 계산하여 상대악력과 심혈

관질환(CVD)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였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악력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악력 집단에서의 CVD 위험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1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미국심

장협회/미국심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이 발

생할 확률을 심혈관질환 10년 위험도로 보고, 그 요인 변수들과 상대악력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대악력이 1 높아질 때마다 심혈관질환 10년 

위험도는 남자의 경우 1.29% 감소하고, 여자의 경우 0.58% 감소하며 악력이 

높을수록 심혈관질환 10년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조민경 등, 

2019). Framingham 점수를 사용하여 심혈관질환 10년 위험도를 확인한 연구에

서는 상대악력(절대악력/BMI)이 증가함으로써 10년 심혈관질환 위험이 감소함

을 확인하였다(Shim and Yoo, 2020). 고령화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뇌혈관

질환의 예측인자로서의 악력에 관한 연구 분석 결과, 절대악력보다는 상대악

력의 예측력이 더 좋았으며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서 상대악

력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뇌혈관질환의 발생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하여 상대악력의 임상적 효용성에 대해 입증하였다(정석환, 김재현, 2019). 

상대악력, 절대악력, 주로 사용하는 손의 악력과 심뇌혈관질환간의 연관성을 

각각 확인한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를 반영한 상대악력이 다른 악력보다 심뇌

혈관질환의 위험을 더 잘 예측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최적 cut-off 값을 적용

한 상대악력이 낮을수록 남녀 모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이 더 높다고 분

석하였다(Jang, Kim and Lee, 2020). 콜롬비아에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

행 된 연구에서는 체중 및 체질량지수로 나눈 상대악력을 활용하였는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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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악력이 건강행태와 생물학적 요인을 포함한 CVH scores(Cardiovascular 

health scores)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amírez-Vélez et al., 2020). 

Hao (2020)등의 연구에서는 상대악력과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을 포

함한 심장 대사 질환(Cardiometabolic disorders, CMD)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상대악력이 높을수록 CMD 위험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 상대악력이 10년 심혈관질환 위험의 중요하고 독립적인 인자임을 확

인하였으나, 여성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전 연구들과 일관

되지 않은 결과는 다양한 악력 측정방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고, 그 중 어떤 

방법이 우수하다고 공식화되진 않았으나 상대악력(절대악력/BMI)이 가장 일관

된 결과를 제공한다고 보았다(Kim, Park and Kim, 2021).

  악력 변동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확인해보면, 상대악력을 두 집단으로 분류하

여 기반조사와 추적조사를 비교한 상대악력 변화와 당뇨병 발생에 연관성을 알

아본 코호트 연구에서는 남성의 경우 높은 악력 수준을 유지한 집단 대비 낮은 

악력 수준을 유지한 집단에서의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의 

경우 높은 악력 수준을 유지한 집단 대비 낮은 악력 수준을 유지한 집단과 악력 

수준이 감소한 집단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유의하게 높았다(윤은선, 박수

현, 2020). Malhotra 등(2020)은 상대악력이 1kg 증가할 때마다 사망위험도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며, 연간 악력 증가는 사망률을 낮추고, 연간 악력 감소는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기준선 악력과 악력의 변동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망

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악력, 악력 변화, 악력과 악력 변화의 조합 

세 가지의 악력 기준과 모든 원인 및 심혈관계 사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결

과를 보면 남성에서 낮은 악력, 악력이 보통이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악

력이 낮고 보통으로 감소하는 경우, 악력이 낮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모든 

원인과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높았고, 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모든 

원인 사망 위험도만 높았다. 여성의 경우 악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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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낮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높았으며 또한 낮은 

악력, 악력이 낮고 보통으로 감소하는 경우, 악력이 낮고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심혈관계 사망위험도가 높았다(Prasitsiriphon and Pothisiri, 2018). 

  악력 또는 근력과 심뇌혈관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연구들도 

있었다. 대만에서 시행한 근감소증과 심혈관질환 위험도의 연관성을 알아 본 코

호트 연구에서는 근감소증과 심혈관대사질환 위험 또는 경동맥 내중막 두께의 연

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Liu et al., 2014). 또한 Gubelmann (2017)등은 악력과 

심혈관질환 위험 표지자들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둘 사이 중간 정

도의 연관성을 나타냈고, 악력이 심혈관 위험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에는 불충분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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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고령자

의 사회, 경제, 심리, 인구학적 형성 및 건강상태 등을 측정·파악하여 효과

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

다(한국고용정보원, 2020). 1차(2006년) 조사 시 10,254명의 표본이 참여하였

고 그 이후 2년마다 동일한 대상자를 반복측정하였다. 2014년 5차 조사 시 표

본 신규가 추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표본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 패널 자료만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서는 원자료, 구조변환자료, 라이트버전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자료에 일부 변수를 정리하고 각 영역별 주요 생성변수

들을 포함한 구조변환자료를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의 변수들을 참고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결혼상태),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흡연, 음주, 운동, 우울감, 고혈

압, 당뇨, 만성폐질환), 경제학적 요인(경제활동, 가구소득)를 독립변수로 선정

하였고, 이를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통제하였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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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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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경우는 주관심변수인 N차 상대악력과 2년 후 조사 시점 자료인 

N+1차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N차 상대악력과 N+1차 상대악

력 값을 비교한 상대악력 변동을 관심 변수로 추가 분석하여 상대악력이 심

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차(2006년) 조사 시점 심뇌혈관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추후 N차

(2008년~2016년)조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대상자의 관측치를 활용하였다. 

이 중 <그림 4>와 같이 N차 시점에 심뇌혈관질환 유병자와 악력, 체질량지수

(BMI) 결측치 그리고 N+1차 시점 종속변수인 심뇌혈관질환 발생 유무 문항 결

측치를 합한 총 20,166개의 관측치를 제외하여 33,965개의 관측값을 확인하였

고, 추후 N차 시점 독립변수 결측치와 연령이 90세 이상인 776개의 관측치를 

제외하여 최종 33,189개의 관측치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상대악력 변동을 관심변수로 설정한 경우, 상대악력을 관심변수로 분석한 

관측값 중 N+1차 악력과 체질량지수 결측치 2,940개를 제외한 총 30,249개의 

관측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4). 



- 16 -

그림 4. 연구 관측치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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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에 사용된 변수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결과변수)는 다음 조사 시점에서의 심뇌혈관질환 발생여부이므

로 다음 조사 시점인 N+1차(2008년~2018년) 심뇌혈관질환(cardio-cerebrovas cular 

disease, CVD) 발생 여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난 조사 이후 의사로부터 심장질환

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예’라고 대답한 경우를 심장

질환 발생으로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를 심장질환 미발생으로 보았다. 또한  

“지난 조사 이후 의사로부터 뇌혈관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는‘예’또는‘뇌졸중 의증 혹은 일시적 허혈성 발작’이라고 대답한 경우 뇌혈

관질환 발생으로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뇌혈관질환 미발생으로 보았다.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발생에 대한 두 문항에 대한 대답을 총합하여 심뇌혈

관질환 발생이라는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심뇌혈관질환은 응답자 개인의 판단이 아닌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심장질환(심장발작, 협심증, 심근경색, 울혈성 심부전증 등)과 뇌혈관질환(뇌졸

중, 뇌출혈, 뇌경색 등)으로 정의하였다.

나. 관심변수

  본 연구의 주관심변수는 N차(2006년~2016년) 상대악력이다. 고령화패널조사

에서의 악력 측정은 악력계를 사용하여 양손의 악력을 각각 2번씩 측정하고 

왼손·오른손의 악력 측정값들의 전체 평균값을 악력(w__mgrip) 변수로 생성

하였으며 이를 절대악력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악력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로 나누어 상

대악력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여 진행하였다. 상대악력은 근력과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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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등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악력 개념으로 악력이 체질량과 밀접

한 관련이 있어 모순된 결과를 줄이기 위해 이를 통제하고, 사망 또는 질환의 

위험 예측인자로 활용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Fowles et al., 2014, 

Studenski et al, 2014; Lawman et al.,2016). 우리나라의 악력과 심뇌혈관질

환 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절대악력과 이를 BMI로 나눈 상대악력

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고, 상대악력이 더 타당하고 적합한 예측인자라고 

보고하였다(정석환, 김재현, 2019; Jang, Kim and Lee, 2020).

  악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신체학적으로 성별, 연령

에 따라 악력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Massy-Westropp et al., 

2011; Kim et al., 2018), 악력과 질병, 사망 등 건강 문제 관련한 여러 연구들

에서도 성별로 구분하거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악력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Kim et al., 2019; 윤은선, 박수현, 2020; 홍성현 등, 2021).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1차(2006년) 시점 심뇌혈관질환이 없는 대상자의 상대악력(연속형)

값을 <표 1>과 같이 각 연령 및 성별로 삼분위수(Tertile)를 나누어 High(상

위), Middle(중위), Low(하위)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기준값을 설정하였

고, 해당 값을  N차 시점 상대악력에 적용하여 각 조사 시점의 상대악력(범주

형) 수준을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N차와 N+1차 시점의 상대악력 수준은 비교한 상대악력 변동을 감소군

과 유지·증가군으로 구분하여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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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연령대 및 성별 상대악력 삼분위(Tertile): 2006년 기준으로 설정

구분
상대악력(연속형) 

평균

상대악력(범주형) 삼분위

≦ 33.3 ≦ 66.6 ≦ 100
Low Middle High

남성 1.42±0.29

여성 0.87±0.23

40대 남성 1.58±0.25 < 1.47 < 1.68 < 2.82

40대 여성 1.03±0.20 < 0.94 < 1.10 < 1.86

50대 남성 1.51±0.25 < 1.39 < 1.62 < 2.59

50대 여성 0.93±0.20 < 0.85 < 1.00 < 1.72

60대 남성 1.37±0.27 < 1.25 < 1.47 < 2.70

60대 여성 0.82±0.20 < 0.75 < 0.91 < 1.58

70대 남성 1.23±0.28 < 1.14 < 1.35 < 2.27

70대 여성 0.74±0.20 < 0.64 < 0.82 < 1.44

80대 남성 1.13±0.30 < 1.01 < 1.26 < 1.81

80대 여성 0.65±0.21 < 0.56 < 0.74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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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립변수(통제변수)

  독립 변수(통제변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

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 경제학적 요인으

로 구분하였고(Leong et al., 2015; Cho et al., 2019; Jang, Kim and Lee, 

2020), 모든 독립변수는 이전 차수에 해당하는 N차(2006~2016) 조사 시점 자

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표 2). 

(1) 성별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다. 

(2) 연령대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4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연

구에는 90세 이상 제외하여 45세 이상 90세 미만을 연구대상자로 활용하였다. 

조사 시점 연속형 변수인 나이를 범주화하여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대 미만’,‘70세 이상 80대 미만’,‘80세 이상 90대 미만’

으로 구성하였다. 

(3) 거주지역

  조사 시점 거주하는 지역을 말하며 ‘대도시(서울특별시 또는 광역시면서 동부인 

경우)’,‘중소도시(도이면서 동부인 경우)’ 그리고‘읍면부’3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4) 교육수준

  조사 시점 교육수준을 말하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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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상태

  결혼 여부는 조사 시점 ‘현재 혼인 중’인 상태와 ‘현재 혼인 상태 아님’으로 

이분화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혼인이 아닌 상태는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또

는 실종으로 정의하였다. 

(6) 흡연 여부

  조사 시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는‘현재 흡연자’, 현재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살면서 5갑(10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운 경우 ‘과거 흡연자’,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은 경우는 ‘비흡연자’로 구성되어있다.

(7) 음주 여부

  조사 시점 음주상태를 말하며 평소 음주인 경우 ‘현재 음주자’, 과거차수에서 

비음주자인면서 평소에 음주를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금주인 경우 ‘비음주자’, 

그 외는 ‘과거 음주자’로 구성되어있다.

(8) 주기적 운동 여부

  조사 시점 주기적인 운동 여부를 의미하며 평소 일주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경우 ‘예’ 그 외의 경우는 ‘아니오’로 구성되어있다. 

(9) 우울감 유무

  조사 시점 우울척도인 CES-D10의 점수를 의미하며 CES-D10 총점이 4미만인 경우 

‘정상’으로 총점이 4이상인 경우는 ‘우울’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다.

(10)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유병 여부

  조사 시점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의 유병여부에 대

한 문항으로‘예’,‘아니오’로 구성되어있다. 유병자의 경우는 조사 시점에 

해당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대답한 경우와 이전 조사들에서 이미 해당 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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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경우를 결합한 자료이다.

(11) 경제활동 여부

  조사 시점 경제활동 상태를 말하며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인 

‘취업자’로 현재 실업자이거나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비경활 상태’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12) 가구소득

  본 연구에서 활용한 소득(가구소득) 변수는 지난 한 해 응답자를 포함한 가구

원의 총소득에 대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를 사분위수로 나누어 

‘Q1(1000 미만)’,‘Q2(1000이상 2000미만)’,‘Q3(2000이상 3600미만)’, 

’Q4(3600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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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변수 

구분 변수명 내용

종속변수
심뇌혈관질환(CVD) 

발생 여부

0. 심뇌혈관질환 미발생

1. 심뇌혈관질환 발생

관심변수

상대악력* (범주형)

(Relative HandGrip Strength)

* 상대악력 변동 분석 시 독립변수

(통제변수)로 설정

1. Low(하위그룹)

2. Middle(중위그룹)

3. High(상위그룹)

상대악력 변동*

* N+1차와 N차 상대악력 비교

0. 감소

1. 유지 또는 증가

독립

변수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

여성

연령

45세-49세(40대)

50세-59세(50대)

60세-69세(60대)

70세-79세(70대)

80세-89세(80대)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부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결혼상태

현재 혼인 중

현재 혼인 상태 아님

(미혼, 이혼, 사별, 별거, 실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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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변수(계속)

구분 변수명 내용

독립

변수

(통제

변수)

건강 행태 

및 

질환 요인

흡연 여부

비흡연

과거흡연

현재흡연

음주 여부

비음주

과거음주

현재음주

주기적 운동 여부
예(일주일 1회 이상)

아니오

우울감 유무
정상 (CES-D10 ＜ 4)

우울 (CES-D10 ≥ 4)

고혈압 여부
정상

고혈압 진단

당뇨 여부
정상

당뇨 진단

만성폐질환 여부
정상

만성폐질환 진단

경제학적

요인

경제활동 여부
취업

비경활상태

가구소득

(사분위수)

Q1 (하)

Q2 (중하)

Q3 (중상)

Q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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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7차까지 동일한 개체의 반복 측정된 자

료를 활용하였다.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인과관

계를 보기 위해 N차의 상대악력 및 독립변수들과 2년 후 조사인 N+1차의 심뇌

혈관질환 발생 여부를 Lag 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이와 함께 상대악력 

변화가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 시점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

해 확인하였고 1차 조사 시점 기준으로 남녀 구분하여 각 변수 요인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의 빈도와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와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주관심변수인 상대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을 이용하여 

오즈비(Odds Ratio, OR)을 산출하였고, 95%(Confidence interval, CI) 신뢰구

간을 제시하여 상대악력 뿐 아니라 그 외 요인들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성별, 연령, 위험인자(고혈압 또는 당뇨) 유무로 구분하여 하위집단

별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분석하였다. 

  넷째, 또 다른 관심변수인 상대악력 변화가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GEE 분석을 통해 오즈비(Odds Ratio, OR)와 95%(Confidence interval, CI) 

신뢰구간을 제시하여 확인하였고, N차 상대악력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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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성별, 연령, 위험인자(고혈압 또는 당뇨) 유무로 구분하여 하위집

단별 상대악력 변동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분석하였으며, 각 그룹에서

의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였다. 

  동일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시적 연구에서 상관성을 

무시하고 분석하면 표준오차의 추정값이 잘못 편향될 수 있다(Agresti, 2018).

반복측정자료(repeated measures data) 연구에서는 주로 일반화추정방정식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일반화선형혼합모형(Generalized 

liner mixed effect model, GLMM)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GEE와 GLMM

의 가장 큰 차이는 우도함수의 적용 여부와 회귀계수의 해석에 있다. GEE는 

반복치들 간의 정확한 상관관계는 효율성(정확성)의 향상을 가져오며 추정된 

계수는 관련 모집단에 대한 효과(population-level effect)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혼합효과모형(mixed effect model)에서는 개개인의 변이(subject-specific 

variation)를 반영하기 위해 랜덤 효과(random effect)를 모형에 포함함으로써 

추정된 계수는 개인 수준(subject-level effect)으로 적용될 수 있다(김양진, 

2020). 즉, GEE는 개체 간 차이 (between-person difference)를 계수로 추정하

고, GLMM은 개체 내 변화(within-person change)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특정 개인의 결과가 아닌 집단이 가지는 평균값을 보고자 하였

고, 동일한 개체의 반복 측정 관측값의 연관성을 보정할 수 있는 유연하고 

좋은 분석 방법인 일반화추정방정식(GEE)를 적용하였다. 일반화 선형모형을 

확장한 모델로 Liang and Zeger(1986)가 제안한 GEE는 주변 모형(marginal 

model)으로써 적절한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이용하여 공변량과 반응변수

의 관계를 설정하고 공분산행렬 이용하여 개체 내 연관관계를 모형화하여 가

중치 행렬로 정의한다, 또한 반응변수에 대한 분포가 정확하지 않을 때 평균

구조(mean structure)와 공분산구조(covariance structure)에 대한 가정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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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공변량의 효과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있다(김양진, 2020). 관찰값들의 

결합 분포를 구체화하지 않고 추정방정식을 유도하며, 반응변수의 주변 분포

를 정의하고 반응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행렬의 구조만 가정하

여 모형의 회귀계수 추정값을 구한다(손경진 2007). GEE를 사용하려면 자료를 

적합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의 형태인 연결함수(link function), 각 군

집의 관측값이 서로 어떤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가상관행렬

(working correlation matrix), 가상관행렬과 연결함수 사이의 함수에 해당하

는 분산-공분산 행렬의 추정법(variance-covariance structure) 세 가지 사항

을 지정해야 한다(Katz, 2011).

  본 연구는 SAS version 9.4(SAS Institud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

여 통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고 p-value가 

0.05보다 작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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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차수별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2006년 기준 심뇌혈관질환이 없는 대상자 중 추후 N차(2008년~2016년) 조사 

에서 하나 이상의 조사자료가 있는 연구대상자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6차 

조사 시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표 3).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 6,862명, 2008년 6,306명, 2010년 5,697명, 2012년 

5,248명, 2014년 4,747명, 2016년 4,329명으로 최종 33,189건의 관측치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연령에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개의 

조사 시점의 경우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의 경우 60대가 38.51%, 

70대가 28.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성별에서는 모든 조사 시점에

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많았다. 혼인 여부에서 모든 조사 시점 혼인 중인 

경우가 80% 이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거주 지역에서 또한 모든 조사 

시점 대도시 거주인 경우가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중소도시, 읍

면부 순으로 거주 분포를 나타냈다. 교육 수준 변수에서는 6차수 조사 모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과 경제학적 요인을 살펴보

면 흡연 여부에서 6차수 조사 모두 비흡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006년에

서 2016년으로 갈수록 과거 흡연의 비중이 높아지며, 현재 흡연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음주 여부에서는 비음주인 경우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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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재 음주인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에서는 6차수 조사 

모두 정상인 경우의 비중이 더 많았으나, 고혈압 여부를 확인해보면 2006년

(1차)에서 고혈압인 경우가 20% 비율로 확인되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율

이 높아지면서 2016년(6차)에서는 고혈압의 경우가 39.5%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제활동 여부에서는 모든 조사 시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경

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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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일반적 특성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TOTAL

N=6,862 N=6,306 N=5,697 N=5,248 N=4,747 N=4,329 N=33,189

n % n % n % n % n % n % n %

연령

40대(45-49) 1,341 19.54 735 11.66 226 3.97 0 0 0 0 0 0 2,302 6.94

50대(50-59) 2,194 31.97 2,133 33.82 2,060 36.16 1,841 35.08 1,417 29.85 974 22.50 10,619 32.00

60대(60-69) 1,943 28.32 1,858 29.46 1,787 31.37 1,703 32.45 1,678 35.35 1,667 38.51 10,636 32.05

70대(70-79) 1,121 16.34 1,275 20.22 1,275 22.38 1,331 25.36 1,278 26.92 1,254 28.97 7,534 22.70

80대(80-89) 263 3.83 305 4.84 349 6.13 373 7.11 374 7.88 434 10.03 2,098 6.32

성별

남성 3,082 44.91 2,790 44.24 2,535 44.50 2,309 44.00 2,080 43.82 1,857 42.90 14,653 44.15

여성 3,780 55.09 3,516 55.76 3,162 55.50 2,939 56.00 2,667 56.18 2,472 57.10 18,536 55.85

결혼상태

혼인 중 5,625 81.97 5,146 81.6 4,616 81.03 4,227 80.54 3,836 80.81 3,470 80.16 26,920 81.11

혼인 상태 아님 1,237 18.03 1,160 18.4 1,081 18.97 1,021 19.46 911 19.19 859 19.84 6,269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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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일반적 특성(계속)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TOTAL

N=6,862 N=6,306 N=5,697 N=5,248 N=4,747 N=4,329 N=33,189

n % n % n % n % n % n % n %

거주지역

대도시 2,897 42.22 2,704 42.88 2,410 42.30 2,187 41.67 1,947 41.02 1,813 41.88 13,958 42.06

중소도시 2,262 32.96 2,007 31.83 1,832 32.16 1,703 32.45 1,546 32.57 1,388 32.06 10,738 32.35

읍면부 1,703 24.82 1,595 25.29 1,455 25.54 1,358 25.88 1,254 26.42 1,128 26.06 8,493 25.59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2,961 43.15 2,713 43.02 2,394 42.02 2,140 40.78 1,829 38.53 1,633 37.72 13,670 41.19

중학교 졸업 1,179 17.18 1,103 17.49 1,020 17.9 937 17.85 888 18.71 800 18.48 5,927 17.86

고등학교 졸업 2,019 29.42 1,849 29.32 1,692 29.7 1,597 30.43 1,497 31.54 1,414 32.66 10,068 30.34

대학교 졸업 이상 703 10.24 641 10.16 591 10.37 574 10.94 533 11.23 482 11.13 3,524 10.62

BMI(체질량지수)

저체중 221 3.22 190 3.01 189 3.32 177 3.37 137 2.89 119 2.75 1,033 3.11

정상 5,086 74.12 4,736 75.1 4,220 74.07 3,889 74.10 3,520 74.15 3,151 72.79 24,602 74.13

비만 1,555 22.66 1,380 21.88 1,288 22.61 1,182 22.52 1,090 22.96 1,059 24.46 7,554 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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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일반적 특성(계속)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TOTAL

N=6,862 N=6,306 N=5,697 N=5,248 N=4,747 N=4,329 N=33,189
n % n % n % n % n % n % n %

흡연여부

비흡연 4,845 70.61 4,377 69.41 3,871 67.95 3,599 68.58 3,248 68.42 2,975 68.72 22,915 69.04

과거흡연 643 9.37 725 11.50 754 13.24 753 14.35 811 17.08 852 19.68 4,538 13.67

현재흡연 1,374 20.02 1,204 19.09 1,072 18.82 896 17.07 688 14.49 502 11.60 5,736 17.28

음주여부

비음주 3,682 53.66 3,296 52.27 2,886 50.66 2,639 50.29 2,339 49.27 2,106 48.65 16,948 51.07

과거음주 387 5.64 503 7.98 580 10.18 602 11.47 609 12.83 613 14.16 3,294 9.92

현재음주 2,793 40.70 2,507 39.76 2,231 39.16 2,007 38.24 1,799 37.90 1,610 37.19 12,947 39.01

운동여부

예 2,681 39.07 2,381 37.76 2,055 36.07 2,010 38.30 1,675 35.29 1,637 37.81 12,439 37.48

아니오 4,181 60.93 3,925 62.24 3,642 63.93 3,238 61.70 3,072 64.71 2,692 62.19 20,750 62.52

고혈압

정상 5,191 75.65 4,512 71.55 3,848 67.54 3,397 64.73 2,966 62.48 2,619 60.50 22,533 67.89

고혈압 진단 1,671 24.35 1,794 28.45 1,849 32.46 1,851 35.27 1,781 37.52 1,710 39.50 10,656 32.11



- 33 -

표 3. 연구대상자의 차수별 일반적 특성(계속)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TOTAL
N=6,862 N=6,306 N=5,697 N=5,248 N=4,747 N=4,329 N=33,189
n % n % n % n % n % n % n %

당뇨

정상 6,103 88.94 5,538 87.82 4,907 86.13 4,492 85.59 3,971 83.65 3,589 82.91 28,600 86.17

당뇨 진단 759 11.06 768 12.18 790 13.87 756 14.41 776 16.35 740 17.09 4589 13.83

만성폐질환

정상 6,736 98.16 6,162 97.72 5,562 97.63 5,118 97.52 4,624 97.41 4,210 97.25 32,412 97.66

만성폐질환 진단 126 1.84 144 2.28 135 2.37 130 2.48 123 2.59 119 2.75 777 2.34

경제활동 

취업자 3,042 44.33 3,008 47.70 2,800 49.15 2,454 46.76 2,191 46.16 1,877 43.36 15,372 46.32

비경활 상태 3,820 55.67 3,298 52.30 2,897 50.85 2,794 53.24 2,556 53.84 2,452 56.64 17,817 53.68

가구소득

Q1(하) 2,722 39.67 1,691 26.82 1,438 25.24 1,235 23.53 1,096 23.09 965 22.29 9,494 28.61

Q2(중하) 1,269 18.49 1,471 23.33 1,401 24.59 1,293 24.64 1,103 23.24 991 22.89 7,607 22.92

Q3(중상) 1,657 24.15 1,681 26.66 1,540 27.03 1,334 25.42 1,213 25.55 1,140 26.33 8,339 25.13

Q4(상) 1,214 17.69 1,463 23.20 1,318 23.13 1,386 26.41 1,335 28.12 1,233 28.48 7,74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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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립변수에 따른 상대악력 일반적 특성

  2006년(1차) 자료를 기준으로 남·여 성별을 나누어 각 요인에 따른 상대악력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였다(표 4). 

  결혼상태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해보면 여성에서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악력 수준 Low 그룹의 비중(37.30%)이 높았으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p=0.0023), 남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1366). 거주지역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며, 교육수준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경

우 악력 수준 Low 그룹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남성: 38.61%, 여성: 38.16%), 

대학교 졸업 이상의 경우 High 그룹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남성: 38.43%, 

여성: 46.11%),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흡연

여부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음주여부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한 결과 남성(p=0.0010)과 

여성(p=0.0362)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감 유무에 따른 상대악

력 수준을 확인한 결과 우울 상태인 경우 악력 수준 Low 그룹의 경우가 남성

에서 50.70%, 여성에서 50%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01). 운동여부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한 결과 주기적 운동을 하

는 경우 악력수준 High 그룹이 남성에서 36.55%, 여성에서 34.19%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주기적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악력 수준 Low 그룹의 

비중이 남성에서 35.80%, 여성에서 35.01%로 가장 높았다. 고혈압 유무에 따

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해보면 고혈압인 경우 악력 수준 Low 그룹이 남성에

서 42.46%, 여성에서 40.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당뇨 유무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해보면 당뇨인 경우 

악력수준 Low 그룹이 남성에서 44.5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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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한 결과 남성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

우 악력 수준 High 그룹이 35.01%,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Low 그룹

이 3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26). 

가구소득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확인한 결과 소득이 하위인 경우 Low 그룹

의 비중이 남성에서 36.28%, 여성에서 37.32%로 가장 높았고, 소득이 상위인 

경우 High 그룹의 비중이 남성에서 40.04%, 여성에서 38.75%로 가장 높았다.

연속형 상대악력과 절대악력에 따른 상대악력 수준을 비교한 결과 남성, 여성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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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수에 따른 상대악력 일반적 특성

구분

남자(N=3,082) 여자(N=3,780)

상대악력 상대악력

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N=1,010 N=1,040 N=1,032
P-value

N=1,260 N=1,275 N=1,245
P-value

N(%) N(%) N(%) N(%) N(%) N(%)

결혼상태

혼인 중 929(32.56) 955(33.47) 969(33.96) 0.1366 884(31.89) 938(33.84) 950(34.27) 0.0023

혼인 상태 아님 81(35.27) 85(37.12) 63(27.51) 376(37.30) 337(33.43) 295(29.27)

거주지역

대도시 436(34.17) 404(31.66) 436(34.17) 0.1442 567(34.98) 558(34.42) 496(30.60) 0.0614

중소도시 324(31.58) 349(34.02) 353(34.41) 384(31.07) 421(34.06) 431(34.87)

읍면부 250(32.05) 287(36.79) 243(31.15) 309(33.48) 296(32.07) 318(34.45)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6(38.61) 302(32.75) 264(28.63) <.0001 778(38.16) 666(32.66) 595(29.18) <.0001

중학교 졸업 172(32.51) 178(33.65) 179(33.84) 201(30.92) 221(34.00) 228(35.08)

고등학교 졸업 349(31.50) 371(33.48) 388(35.02) 237(26.02) 335(36.77) 339(37.21)

대학교 졸업 이상 133(25.43) 189(36.14) 201(38.43) 44(24.44) 53(29.44) 8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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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수에 따른 상대악력 일반적 특성(계속)

구분

남자(N=3,082) 여자(N=3,780)

상대악력 상대악력

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N=1,010 N=1,040 N=1,032
P-value

N=1,260 N=1,275 N=1,245
P-value

N(%) N(%) N(%) N(%) N(%) N(%)

흡연여부

비흡연 381(31.88) 424(35.48) 390(32.64) 0.1079 1,211(33.18) 1,241(34.00) 1,198(32.82) 0.2433

과거흡연 215(34.35) 219(34.98) 192(30.67) 7(41.18) 2(11.76) 8(47.06)

현재흡연 414(32.83) 397(31.48) 450(35.69) 42(37.17) 32(28.32) 39(34.51)

음주여부

비음주 235(32.46) 250(34.53) 239(33.01) 0.0010 976(33.00) 1,003(33.91) 979(33.10) 0.0362

과거음주 134(43.51) 87(28.25) 87(28.25) 38(48.10) 26(32.91) 15(18.99)

현재음주 641(31.27) 703(34.29) 706(34.44) 246(33.11) 246(33.11) 251(33.78)

우울감 유무

정상 938(31.90) 1,003(34.12) 999(33.98) <.0001 1,108(31.88) 1,196(34.41) 1,172(33.72) <.0001

우울 72(50.70) 37(26.06) 33(23.24) 152(50.00) 79(25.99) 7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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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수에 따른 상대악력 일반적 특성(계속)

구분

남자(N=3,082) 여자(N=3,780)

상대악력 상대악력

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N=1,010 N=1,040 N=1,032
P-value

N=1,260 N=1,275 N=1,245
P-value

N(%) N(%) N(%) N(%) N(%) N(%)

운동여부

예 366(28.53) 448(34.92) 469(36.55) <.0001 426(30.47) 494(35.34) 478(34.19) 0.0165

아니오 644(35.80) 592(32.91) 563(31.30) 834(35.01) 781(32.79) 767(32.20)

고혈압

정상 720(30.01) 823(34.31) 856(35.68) <.0001 862(30.87) 931(33.35) 999(35.78) <.0001

고혈압 290(42.46) 217(31.77) 176(25.77) 398(40.28) 344(34.82) 246(24.90)

당뇨

정상 851(31.23) 930(34.13) 944(34.64) <.0001 1,244(33.33) 1,258(33.71) 1,230(32.96) <.0001

당뇨 159(44.54) 110(30.81) 88(24.65) 16(33.33) 17(35.42) 15(31.25)

만성폐질환

정상 979(32.59) 1,012(33.69) 1,013(33.72) 0.1933 1,244(33.33) 1,258(33.71) 1,230(32.96) 0.9594

만성폐질환 31(39.74) 28(35.90) 19(24.36) 16(33.33) 17(35.42) 15(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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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독립변수에 따른 상대악력 일반적 특성(계속)

구분

남자(N=3,082) 여자(N=3,780)

상대악력 상대악력

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P-valueN=1,010 N=1,040 N=1,032
P-value

N=1,260 N=1,275 N=1,245

N(%) N(%) N(%) N(%) N(%) N(%)

경제활동

취업자 605(30.65) 678(34.35) 691(35.01) 0.0026 352(32.96) 346(32.40) 370(34.64) 0.3387

비경활상태 405(36.55) 362(32.67) 341(30.78) 908(33.48) 929(34.26) 875(32.36)

가구소득

Q1(하) 468(36.28) 420(32.56) 402(31.16) 0.0008 664(37.32) 577(32.43) 538(30.24) <.0001

Q2(중하) 202(32.11) 223(35.45) 204(32.43) 217(30.18) 254(35.33) 248(34.49)

Q3(중상) 221(31.98) 233(33.72) 237(34.30) 230(31.08) 261(35.27) 249(33.65)

Q4(상) 119(25.21) 164(34.75) 189(40.04) 149(27.49) 183(33.76) 210(38.75)

상대악력(연속형) 

Mean±SD

1.14±0.2

1

1.42±0.1

4

1.71±0.2

0
<.0001

0.66±0.1

6

0.88±0.1

2

1.09±0.1

5
<.0001

절대악력(연속형, kg)

Mean±SD
27.46±5.79 33.29±4.87 37.74±5.43 <.0001 16.32±4.23 20.36±3.28 23.76±3.9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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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 시점별 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1차 조사에서 6차 조사까지의 시점별 각 악력 수준 및 상대악력 변동과 심뇌혈

관질환 발생 분포를 확인하였다. 상대악력을 범주형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1차와 비교하여 5, 6차 조사에서 Low 그룹의 비율은 낮아지고 High 

그룹의 비율은 높아졌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은 모든 조사 시점에서 1% 후반대에서 

2% 초반의 발생 분포를 보였다. 또한 N차와 N+1차의 상대악력을 비교하여 변동을 

확인한 결과 1, 2차 조사에서는 감소군(Low 그룹의 경우 하위수준 유지 포함)의 

비율이 유지 또는 증가군보다 높았으나, 추후 조사에서는 유지 또는 증가군의 비

율이 높아졌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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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 시점별 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포

구분

TIME=1 TIME=2 TIME=3 TIME=4 TIME=5 TIME=6 Total

N=6,862 N=6,306 N=5,697 N=5,248 N=4,747 N=4,329 N=33,189

n % n % n % n % n % n % n %

상대악력(범주형)

Low 2,270 33.08 2,198 34.86 2,102 36.90 1,777 33.86 1,295 27.28 1,017 23.49 10,659 32.12

Middle 2,315 33.74 2,198 34.86 1,946 34.16 1,537 29.29 1,408 29.66 1,333 30.79 10,737 32.35

High 2,277 33.18 1,910 30.29 1,649 28.95 1,934 36.85 2,044 43.06 1,979 45.71 11,793 35.53

상대악력(연속형)
1.12±0.38 1.09±0.35 1.05±0.35 1.09±0.41 1.11±0.38 1.11±0.38 1.09±0.39

(Mean±SD)

절대악력(연속형, kg)
25.85±8.61 25.00±8.04 24.29±8.03 25.04±9.22 25.69±8.54 25.74±8.48 25.26±8.50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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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사 시점별 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포

구분

TIME=1 TIME=2 TIME=3 TIME=4 TIME=5 TIME=6 Total

N=6,862 N=6,306 N=5,697 N=5,248 N=4,747 N=4,329 N=33,189

n % n % n % n % n % n % n %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 151 2.2 138 2.19 116 2.04 119 2.27 97 2.04 81 1.87 702 2.12

아니오 6711 97.8 6168 97.81 5581 97.96 5129 97.73 4650 97.96 4248 98.13 32,487 97.88

N=6,389 N=5,769 N=5,188 N=4,768 N=4,287 N=3,848 N=30,249

상대악력 변동

감소 3,275 51.26 2,967 51.43 2,298 44.29 1,887 39.58 1,595 37.21 1,540 40.02 13,562 44.83

유지 또는 증가 3,114 48.74 2,802 48.57 2,890 55.71 2,881 60.42 2,692 62.79 2,308 59.98 16,687 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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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모형 적합도 확인

  본 연구에서는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동일한 대상자로부터 반복 측정된 관측값을 일반화추정방정식(GEE)을 

통해 분석하였다. 

  Distribution은 binomial, link function(연결함수)은 logit을 사용하였

고, 각 군집의 관측값이 서로 어떤 형태로 연관되어 있는지 최적의 가상관행렬

(working correlation matrix)를 지정하기 위해 교환가능(exchangeable), 독립

(independent), 1차 자기 회귀(autoregressive), 비구조화(unstructured) 구조에 대

한 QIC와 QICu의 값을 확인 후 모형을 선택하였다. 

  아래와 같이 네 가지 공분산구조의 회귀계수는 비슷한 값을 보였고, 

Independent 구조의 QIC와 QICu가 가장 작은 값으로 나타났으나 반복 측정된 

경시적 자료에 적합한 Autoregressive 모형을 선택하였다(표 6).

표 6.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모형 공분산구조 분석

  * Autoregressive(1차 자기회귀 가상관행렬)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반복 측정된 관측값이 

가지는 상관성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을 고려하고 경시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 

Autoregressive* Exchangeable Independent Unstructured

QIC 6618.8478 6618.8811 6618.8292 6618.8790

QICu 6617.7766 6617.7853 6617.7762 6617.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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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가.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일반화추정방정식(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을 이용하여 심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악력과 그 외 요인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관측값은 33,189개로 상대악력 Low 그룹의 경우 10,659건(32.12%), 

Middle 그룹의 경우 10,737건(32.35%), High 그룹의 경우 11,793건(35.53%)의 

관측치를 보여주었다.

  주관심변수인 상대악력과 종속변수인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

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만 통제한 모형(Model 1)에서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가 1.59배(95% CI: 1.32-1.9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중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14배(95% CI: 0.93-1.28)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Model 1에서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Model 2)에서는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49배

(95% CI: 1.23-1.7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중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

환이 발생할 오즈는 1.09배(95% CI: 0.90-1.33)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경제학적 요인까지 모두 통제한 모형(Model 3)에서는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가 1.44배(95% CI: 

1.19-1.7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08배(95% CI: 0.89-1.31)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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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연령의 경우 40대 대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3개의 모형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형(Model 3)을 확인해보면 40대 대비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50대에서 1.72배(95% CI: 1.02-2.90), 60대에

서 2.74배(95% CI: 1.63-4.61), 70대에서 3.30배(95% CI: 1.92-5.65), 80대에

서 2.97배(95% CI: 1.64-5.37) 높게 나타났다. 흡연여부 요인을 살펴보면 

Model 2에서는 비흡연군 대비 현재흡연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가 

1.29배(95% CI: 1.01-1.67)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모든 변수를 통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우울감 유무 요인을 살펴보면 

Model 2에서는 정상군 대비 우울감이 있는 군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가 

1.29배(95% CI: 1.02-1.6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모든 변수를 통제

한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유무 요

인을 확인해보면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정상군 대비 만성질환군에서 심뇌

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고혈압군에서 1.46배(95% CI: 1.24-1.73), 당뇨군에

서 1.48배(95% CI: 1.22-1.79), 만성폐질환군에서 1.53배(95% CI: 1.05-2.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학적 요인 중 소득수준(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 대비 가장 낮은 집단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

는 1.42배(95% CI: 1.09-1.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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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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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악력

Low 1.59 (1.32-1.91) 1.49 (1.23-1.79) 1.44 (1.19-1.73)

Middle 1.14 (0.93-1.38) 1.09 (0.90-1.33) 1.08 (0.89-1.31)

High ref ref ref

나이

40대 ref ref ref

50대 1.83 (1.09-3.09) 1.70 (1.01-2.86) 1.72 (1.02-2.90)

60대 3.53 (2.12-5.90) 2.94 (1.75-4.94) 2.74 (1.63-4.61)

70대 4.89 (2.90-8.24) 3.80 (2.23-6.49) 3.30 (1.92-5.65)

80대 4.51 (2.55-7.98) 3.46 (1.92-6.22) 2.97 (1.64-5.37)

성별

남성 ref ref ref

여성 0.83 (0.70-0.98) 0.90 (0.70-1.16) 0.86 (0.67-1.1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1 (0.82-1.51) 1.07 (0.78-1.47) 0.98 (0.71-1.36)

중학교 졸업 1.05 (0.76-1.44) 1.00 (0.73-1.39) 0.95 (0.68-1.32)

고등학교 졸업 1.14 (0.85-1.53) 1.11 (0.82-1.49) 1.07 (0.79-1.44)

대학교 졸업 이상 ref ref ref

혼인 상태

혼인 중 ref ref ref

혼인 상태 아님 1.07 (0.88-1.31) 1.02 (0.84-1.25) 1.00 (0.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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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계속)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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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지역

대도시 ref ref ref

중소도시 1.09 (0.91-1.30) 1.06 (0.89-1.26) 1.07 (0.89-1.27)

읍면부 0.89 (0.73-1.09) 0.93 (0.76-1.14) 0.94 (0.77-1.16)

흡연여부

비흡연 ref ref

과거흡연 1.17 (0.90-1.51) 1.16 (0.90-1.51)

현재흡연 1.29 (1.01-1.67) 1.27 (0.99-1.64)

음주여부

비음주 ref ref

과거음주 0.91 (0.70-1.19) 0.96 (0.78-1.18)

현재음주 0.94 (0.77-1.16) 0.91 (0.70-1.19)

운동여부

예 ref ref

아니오 0.90 (0.76-1.06) 0.92 (0.78-1.09)

우울감 유무

정상 ref ref

우울 1.29 (1.02-1.63) 1.25 (0.99-1.58)

고혈압 여부

정상 ref ref

고혈압 진단 1.47 (1.24-1.74) 1.46 (1.24-1.73)

당뇨 여부

정상 ref ref

당뇨 진단 1.49 (1.23-1.80) 1.48 (1.2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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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계속)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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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폐질환 여부

정상 ref ref

만성폐질환 진단 1.55 (1.06-2.26) 1.53 (1.05-2.24)

경제활동

취업 ref

비경활상태 1.20 (1.00-1.45)

가구소득

Q1(하) 1.42 (1.09-1.84)

Q2(중하) 1.18 (0.90-1.54)

Q3(중상) 1.18 (0.92-1.52)

Q4(상) ref

Model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통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Model 2: Model 1 +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 통제(흡연력, 음주력, 우울여부, 운동여부,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Model 3: Model 2 + 경제학적 요인(경제활동 여부, 가구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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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위집단별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별(65세 미만, 65세 이상),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유무별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하위집단으로 나눈 변수 외에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 경제학적 요인까지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형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표 8). 

 1) 성별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본 연구에서 남성은 14,653건(44.15%), 여성은 18,536건(55,85%)의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남성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중위그룹에서

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32배(95% CI: 0.99-1.74)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54배(95% 

CI: 1.17-2.0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에서 또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위그룹 대비 하위그룹에서 심뇌

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35배(95% CI: 1.04-1.7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에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중위그룹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

는 0.89배(95% CI: 0.68-1.17)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연령별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65세 미만, 65세 이상)

  본 연구에서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인 경우 18,410건(55.47%), 65세 이상인 

경우 14,779건(44.53%)의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 50 -

  65세 미만 집단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중

위그룹에서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11배(95% CI: 0.81-1.52) 높았고,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30배(95% CI: 0.95-1.79) 높게 나

타났으나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65세 이상 고령군에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

악력 상위그룹 대비 중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05배(95% CI: 

0.82-1.35)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

환이 발생할 오즈는 1.50배(95% CI: 1.19-1.8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유무별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고혈압, 당뇨는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로 해당 

질환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인

자군(고혈압 또는 당뇨 진단을 받은 군)의 경우 12,528건(37.35%), 위험인자

가 없는 군의 경우 20,661건(62.25%)의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위험인자가 없는 군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

비 중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18배(95% CI: 0.88-1.57) 높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

는 1.54배(95% CI: 1.16-2.03)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위험인자군에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중위그

룹에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00배(95% CI: 0.77-1.3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36배(95% 

CI: 1.06-1.7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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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하위집단별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

N % Adjusted OR ( 9 5 %  C I )

성별 

구분*

 남성(n=14,653)

    Low 4,958 33.84 1.54 (1.17-2.02)

    Middle 4,704 32.10 1.32 (0.99-1.74)

    High 4,991 34.06 ref

 여성(n=18,536)

    Low 5,701 30.76 1.35 (1.04-1.74)

    Middle 6,033 32.55 0.89 (0.68-1.17)

    High 6,802 36.70 ref

연령별 

구분**

 65세 미만(n=18,410)

    Low 5,945 32.29 1.30 (0.95-1.79)

    Middle 5,899 32.04 1.11 (0.81-1.52)

    High 6,566 35.67 ref 　 　

 65세 이상(n=14,779)

    Low 4,714 31.90 1.50 (1.19-1.89)

    Middle 4,838 32.74 1.05 (0.82-1.35)

    High 5,227 35.37 ref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유무별***

 위험인자 없는 군(n=20,661)

    Low 6,161 29.82 1.54 (1.16-2.03)

    Middle 6,578 31.84 1.18 (0.88-1.57)

    High 7,922 38.34 ref

 위험인자군(n=12,528)

    Low 4,498 35.90 1.36 (1.06-1.75)

    Middle 4,159 33.20 1.00 (0.77-1.30)

    High 3,871 30.90 ref

* 연령, 결혼, 지역, 교육, 흡연, 음주, 우울감,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경제활동, 소득 통제

** 성별, 연령(연속형), 결혼, 지역, 교육, 흡연, 음주, 우울감,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경제활동, 소득 통제

*** 성별, 연령, 결혼, 지역, 교육, 흡연, 음주, 우울감, 만성폐질환, 경제활동, 소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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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악력 변화가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N차 상대악력뿐 아니라 N+1차 상대악력까지 함께 확인하여 상

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N차 상대악력 대비 N+1차의 상대악력이 유지되거나 증가한 경우 악력 유지·

증가군으로 악력이 감소한 경우 악력 감소군으로 분류하였다. 단, 상대악력 

Low 그룹의 경우 이미 악력이 가장 낮은 상태이므로 변동이 없을 시 감소군으

로 분류하였다. N차와 N+1차의 악력 조사에 모두 응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분

석에 사용된 관측값은 30,249개로 상대악력 감소군(악력 하위수준 유지 포함)의 

경우 13,562건(44.83%), 상대악력 유지·증가군의 경우 16,687건(55.17%)의 관측

치를 보여주었다. 

가.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N+1차의 상대악력과 N차의 상대악력을 비교하여 악력이 유지 또는 증가된 군

(Low -> Middle or High, Middle -> Middle or High, High -> High) 대비 악력이 

감소된 군(Low -> Low, Middle -> Low, High -> Middle or Low)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를 비교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대악력 변동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

적 변수와 N차 상대악력 요인을 통제한 모형(Model 1)에서 상대악력 유지·

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가 1.67배(95% CI: 

1.40-1.99)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을 추가로 통

제한 모형(Model 2)에서 또한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

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가 1.61배(95% CI: 1.35-1.92) 유의하게 높았다. 경제

학적 요인까지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

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59배(95% CI: 1.33-1.90) 통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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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하게 높았다(표 9).

표 9.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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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악력 변동

감소 1.67 (1.40-1.99) 1.61 (1.35-1.92) 1.59 (1.33-1.90)

유지·증가 ref ref ref

Model 1: 인구·사회학적 요인 통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거주지역) + N차 상대악력

Model 2: Model 1 +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 통제(흡연력, 음주력, 우울여부, 운동여부,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Model 3: Model 2 + 경제학적 요인(경제활동 여부, 가구소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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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위집단별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성별, 연령별(65세 미만, 65세 이상),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유무별로 하위집단을 구성하여 상대악력 변화가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하위집단으로 나눈 변수 외에 N차 상대악력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 경제학적 요인까지 모든 변수를 통제한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10).

 1) 성별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악력 변화의 경우 남성은 13,557건(44.82%), 여성은 16,692건(55,18%)의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남자의 경우 N차 상대악력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93배(95% CI: 

1.49-2.52)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여성의 경우 N차 상대악력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30배(95% CI: 

1.02-1.66)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2) 연령별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악력 변화의 경우 65세 미만군은 17,424건(57.60%), 65세 이상군은 

12,825건(42.40%)의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65세 미만군에서 N차 상대악력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82배(95%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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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4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65세 이상군에서 N차 상대악력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43배(95% CI: 

1.13-1.80)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위험인자 유무별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악력 변화의 경우 위험인자(고혈압, 당뇨) 없는 군은 19,079건(63.07%), 

위험인자를 가진 군은 11,170건(36.93%)의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위험인자가 없는 군의 경우 N차 상대악력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42배

(95% CI: 1.09-1.85)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위험인자군의 경우 N차 상대악력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

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75배

(95% CI: 1.38-2.23)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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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하위집단별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

N % Adjusted OR ( 9 5 %  C I )

성별 

구분*

 남성(n=13,557)

    감소 6,369 46.98 1.93 (1.49-2.52)

    유지·증가 7,188 53.02 ref

 여성(n=16,692)

    감소 7,193 43.09 1.30 (1.02-1.66)

    유지·증가 9,499 56.91 ref

연령별 

구분**

 65세 미만(n=17,424)

    감소 7,829 44.93 1.82 (1.38-2.40)

    유지·증가 9,595 55.07 ref 　 　

 65세 이상(n=12,825)

    감소 5,733 44.70 1.43 (1.13-1.80)

    유지·증가 7,092 55.30 ref 　 　

위험인자

(고혈압, 

당뇨) 

유무별***

 위험인자 없는 군(n=19,079)

    감소 8,253 43.26 1.42 (1.09-1.85)

    유지·증가 10,826 56.74 ref

 위험인자군(n=11,170)

    감소 5,309 47.53 1.75 (1.38-2.23)

    유지·증가 5,861 52.47 ref

* 연령, 결혼, 지역, 교육, 흡연, 음주, 우울감,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경제활동, 소득, 

N차 상대악력 통제

** 성별, 연령(연속형), 결혼, 지역, 교육, 흡연, 음주, 우울감,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경제활동, 소득, N차 상대악력 통제

*** 성별, 연령, 결혼, 지역, 교육, 흡연, 음주, 우울감, 만성폐질환, 경제활동, 소득, N차 상대

악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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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악력 그룹별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상대악력 Low(하위) 그룹, Middle(중위) 그룹, High(상위) 그룹 각각에서 악

력 감소, 유지, 증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을 진행하여 상대악력 변화

가 심뇌혈관질환 발생과 연관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표 11). 

  해당 분석의 경우 상대악력 Low 그룹 9,509건, Middle 그룹 9,816건, High 그

룹 10,924건의 관측치가 확인되었다.

  Low 그룹에서는 이미 상대악력이 하위 수준이므로 하위에서 상위로 증가한 군 

대비 하위에서 중위 수준으로 증가한 군과 하위 수준을 유지한 군의 심뇌혈관질

환 발생 오즈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수준이 하위에

서 상위로 증가한 경우 대비 중위로 증가한 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41배(95% CI: 0.82-2.43)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하위 수준

을 유지한 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2.04배(95%, CI: 1.26-3.3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Middle 그룹의 경우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수준이 중위에서 상

위로 증가한 군 대비 중위 수준을 유지한 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11배(95% CI: 0.72-1.72)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중위에서 

하위 수준으로 감소한 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88배(95%, CI: 

1.24-2.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High 그룹의 경우 이미 상대악력이 상위 수준이므로 상위 수준 유지군 대비 

중위, 하위로 감소한 군에서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비를 확인하였다. 모든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상대악력 상위 수준을 유지하는 군 대비 상위에서 중위로 

감소한 군에서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1.03배(95% CI: 0.72-1.50)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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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상위에서 하위 수준으로 악력이 감소한 군에

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2.06배(95%, CI: 1.43-2.9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11. 각 악력 그룹별 상대악력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분석

구분 N % Adjusted OR* ( 9 5 %  C I )

  Low 그룹(n=9,509)

    하위 → 하위 5,528 58.13 2.04 (1.26-3.31)

    하위 → 중위 2,479 26.07 1.41 (0.82-2.43)

    하위 → 상위 1,502 15.80 ref

  Middle 그룹(n=9,816)

    중위 → 하위 3,167 32.26 1.88 (1.24-2.87)

    중위 → 중위 3,919 39.92 1.11 (0.72-1.72)

    중위 → 상위 2,730 27.81 ref

  High 그룹(n=10,924)

    상위 → 하위 1,768 16.18 2.06 (1.43-2.97)

    상위 → 중위 3,099 28.37 1.03 (0.72-1.50)

    상위 → 상위 6,057 55.45 ref

* 성별, 연령, 결혼, 지역, 교육, 흡연, 음주, 우울여부, 고혈압, 당뇨, 만성폐질환, 경제

활동, 소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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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본 연구는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선·후 관계를 

적용하여 분석하기 위해 Time Lag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상대악력이 측정된 

시점 이후부터 다음 조사 시점까지 1~2년 안에 심뇌혈관질환 발생 여부를 확

인해보았다.

  전체 연구대상자의 반복 측정된 관측값 33,189건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은 

702건으로 확인되었다. 

  N차 상대악력을 성별 및 연령별로 삼분위수로 나누어 High(상위), Middle

(중위), Low(하위)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심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행태 및 질환 요인, 경제

학적 요인을 모두 통제하여 분석한 결과,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하위그룹에

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44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심장대사질환 발생과 상대악력간의 역연관성 관계

를 보고한 연구결과와(Lee et al., 2016; Hao et al., 2020, Ramírez-Vélez 

et al., 2020), 상대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역연관성을 입증한 코호트연

구와 유사한 결과였다(Laukkanen et al., 2020). 또한 상대악력이 높을수록 

심뇌혈관질환 10년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조민

경 등, 2019; Shim and Yoo, 2020).

  하위그룹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65세 이상, 고혈압·당뇨군과 정상군에서 

상위그룹 대비 하위그룹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고, 65세 미만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서, 위험요인 집단보다 위험요인이 없는 집단에서 상대악력과 심뇌혈관

질환 발생 사이의 더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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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차 상대악력과 N+1차 상대악력을 비교 후 상대악력 변화 감소군과 유지· 

증가군으로 구분하여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하였다. 상대악력 변동 분석 시 관측된 30,249건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은 

546건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요인을 통제한 모형에서 상대악력 수준이 유지·증가한 군 대비 감소

군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는 1.59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대악력만을 보았을 때 보다 더 높은 오즈비를 보여줬는데 이는 심뇌혈관질

환 발생 후 상대악력이 감소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상대악

력 변동 역시 하위그룹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고, 남성과 여성, 65세 미

만과 65세 이상, 위험인자(고혈압·당뇨)군과 위험인자가 없는 군에서 모두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65세 미만인 경우 상대악력만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대악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값을 보였다.

  기존 고령화연구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대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

의 연관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65세 미만과 65세 이상 모두에서 유의한 결과

를 나타냈으며 특히 65세 미만에서 더 강한 역연관성을 나타냈다(정석환, 김

재현, 2019; Jang, Kim and Lee, 2020).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

유로는 본 연구에서는 선후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대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

생 사이의 Time lag를 설정하여 N차 상대악력과 N+1차의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알아보았고, 선행연구들에서는 동일 시점의 상대악력과 질환 발생을 분석하였

기에 심뇌혈관질환 발생 후 악력 저하의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에 나타난 결

과라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대악력 범주형 그룹 설정 시 성별과 연

령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기에 해당 사항이 반영된 결과로도 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대악력만을 분석한 경우와 달리 65세 미만군에서 유의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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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또한 65세 이상군(OR=1.43, 95% CI: 1.13-1.80) 보다 65세 미만군에

서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가 1.82배(95% 

CI: 1.38-2.40)로 더 강한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심뇌혈관질환 발생 후 악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뒷받침하였다.

  상대악력 변동을 각 악력 그룹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요

인 통제 시 High 그룹의 경우 상위수준 유지군 대비 하위수준으로 감소한 군에

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오즈는 2.06배(95% CI:1.43-2.97), Middle 그룹의 경우 

중위에서 상위수준으로 증가한 군 대비 하위수준으로 감소한 군에서 심뇌혈관

질환 발생 오즈는 1.88배(95% CI: 1.24-2.87) 높았다. 또한 Low 그룹의 경우 

하위에서 상위수준으로 증가한 군 대비 하위수준을 유지한 군에서 심뇌혈관질

환 발생 오즈는 2.04배(95% CI: 1.26-3.31)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상대

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악력 

그룹을 나눈 기준 자체는 다르지만 악력이 감소한 경우와 낮은 악력 수준을 유지

한 그룹에서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윤은선, 박수현, 2020), 사망 위험도

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Malhotra et al., 2020).

  악력이 심뇌혈관질환과 그 위험요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생리적 기전을 살펴보면 염증 물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소미 등(2019)은 근육은 당을 사용하고 인슐린이 작용하는 곳으로서 근육량 

감소는 당뇨 및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져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높일 수 있으며 

단백질 저장소로서 면역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Kim 등

(2019)은 악력과 사망률의 연관성의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은 명확하진 않지만 

다면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 하나는 내분비비계 조절을 통한 것일 수 있

다고 보았다. 근육이 감소하면 그 자리는 섬유·지방조직으로 대체되고 지방량이 

증가하며 지방 침착은 interleukine-6(IL-6),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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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high sensitivity C reactive protein(hs-CRP)

와 같은 염증 물질이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근력과 근육의 감소를 촉진시킨다

(Beyer, Mets and Baytmans, 2012; Chin et al., 2013; 최은영, 2019). 이러한 

염증 물질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을 유발하며(Pradhan et al., 

2001, Phielix et al., 2012), Lee 등(2018)은 hs-CRP가 악력과 당뇨병의 연

관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근육과 근력이 감소하는 과정들을 통해 

비정상적인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항염증 물질 발생을 억제하여 위

험요인(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을 높이며 심뇌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Chin et al., 2013; 조민경 등, 2019). 추후 상대악력

과 심뇌혈관질환 발생간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생리학적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악력 분석 시 중위그룹 경우와 상대악력 변동 분석 시 

상위, 하위 수준에서 중위로 변동되거나 중위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의

한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저악력군 대비 고악력군보다 중악력군에서 심

뇌혈관질환 사망위험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에서는 어느 기준 이상 

악력이 유지된다면 더 높은 악력을 가진다고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김소미 등, 2019). 따라서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중위그룹에

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와 함께 질환, 사망 발생 위험의 기준이 

되는 상대악력 수치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근력을 나타내는 악력이라는 수치에 관하여 임상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악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악력계에 대한 기

준 또는 악력 측정 시 평균값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최대값을 사용하는지에 대

한 기준 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특히 악력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신체 크기라는 교란변수 때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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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있었으며(Keevil, Khaw, 2014; Stenholm, Koster and Rantanen, 

2014), 신체 크기를 고려할 시 체질량지수뿐 아니라 체중, 신장, 체지방량 등

을 적용한 연구들도 존재했다.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와 같이 관심변수인 상

대악력이 심혈관질환 위험을 예측하는 활용성이 높은 도구라는 관점에서 진행 

된 연구들이 많이 있으나 심혈관질환을 예측하기 위한 상대악력의 표준 값이

나 그에 대한 지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심혈관질환 예측을 위한 악력

의 최적 컷오프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지만 다소 민감도와 특이도가 상

대적으로 낮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다(Yu et al., 2019).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측 지표로서 상대악력의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상대악력에 대한 공식적인 기준값이 없기에 대

부분 악력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악력값을 사분위수, 삼분위수로 나

누어 구분하거나 연속형 상대악력 값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유로 성별, 연

령대별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비가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며, 본 연구 역시 삼분위수로 나누어 상대악력을 설정하였기에 한계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상적 관점에서 심뇌혈관질환을 예측하기 위한 상대

악력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심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에 유의한 통제 변수의 누락을 배제할 수 없었다.

  셋째, 45세 이상 대상자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65세 미만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 않았기에 20~30대, 30~40대의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상대악력과 심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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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질환 발생간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상대악력 측정 시점부터 1~2년 안에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확인하였기에 관찰 시점이 짧다는 한계점이 있다. Time Lag를 좀 더 넓게 설

정하여 장기적인 관찰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상대악력 변동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할 때 역인과

관계와 양방향성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가지고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1~2년의 Time Lag를 설정하여 그 선후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신체학적으로 성별, 연령에 따라 악력 값이 상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상대악력을 각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먼저 삼

분위수로 구분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보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또한 반복 측정되는 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대악력 변동에 따른 심

뇌혈관질환 발생도 함께 분석하여 상대악력 감소가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함께 수행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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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심뇌혈관질

환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상대악력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

구대상자의 33,189개 관측값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선후관계를 알아보기 위

해 N차 상대악력과 그 다음 조사시점인 N+1차 심뇌혈관질환 발생 여부를 확인

하였다. 또한 30,249개 관측값을 토대로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

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통제하여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주요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악력 상위그룹 대비 하위그룹에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상대악력이 낮을수록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대악력 변동 분석 시 상대악력 유지·증가군 대비 감소군에서 심뇌

혈관질환이 발생할 오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상대악력이 감소할수록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상대악력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남성과 여성, 65세 미만과 65

세 이상, 위험인자(고혈압, 당뇨)군과 위험인자가 없는 군으로 구분하여 하위

그룹 분석을 진행하였을 시 65세 미만을 제외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상대악력 변동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을 하위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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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석하였을 시 모든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변동이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영

향을 미치며, 낮은 상대악력과 상대악력 감소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높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상대악력과 심뇌혈관질환 발생간의 연관성이 확인되었

으나, 실제 임상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

기 위해 표준이 되는 상대악력 기준에 대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성별, 연령, 신체학적 크기 등 여러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

대악력의 정확성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변수들을 어떻게 보정하고 적

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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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and Purpose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CVD) is a disease that has high rat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around the world. The costs of health care 

and the economic burden on CVD patients are also increasing, and 

various efforts such as policies and projects are being made to prevent 

and manage CVD. Handgrip strength (HGS) is an indicator of muscle 

strength. The relative HGS, which is absolute HGS divided by body mass 

index (BMI), is an economical, simple, and highly effective measurement 

tool to predict health status, morbidity, and mortality. 

  Although there are several previous studies on the risk of incidence 

of CVD associated with low relative HGS, the results of the prev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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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ies were inconsist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at relative HGS and a change in relative HGS are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CVD.

Subject and Methods

  Seven-year data from the 1st wave to 7th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In the first survey, 

data from subjects aged between 45 to less than 90 years of age who had 

at least one survey data during the 2nd to the 6th waves among subjects 

without CVD were used.

  The variables of interest were the relative HGS of the N-th survey 

and the change in relative HGS of the N+1-th survey compared to the 

relative HGS of the N-th survey.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occurrence of CVD at the N+1-th survey.

  Relative HGS, the variable of interest, was analyzed in tertiles 

depending on age and gender and categorized into Low, Middle, and High. 

The Chi-square test and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 test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HGS or the change in relative HGS and the 

occurrence of CVD was evaluated by the odds ratio using a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All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AS version 9.4. 

Results

  When all related variables are controlled, the risk of incidence of 

CVD in the lowest tertile group was OR 1.44 (95% CI: 1.19-1.73) 

compared to the highest tertile group. And the risk of incidence of 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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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ecrease in relative HGS was OR 1.59 (95% CI: 1.33-1.90) compared 

to maintenance in relative HGS or an increase in relative HGS. The 

relative HGS and the change in relative HGS were associated with the 

incidence of CVD in both sexes.

  However, as a result of subgroup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relative HGS and the incidence of CVD in those 

under the age of 65. 

Conclusions

  This study confirmed that low relative HGS and a decrease in relative 

HGS increased the risk of incidence of CVD and showed the possibility 

of relative HGS as a predictor of CVD. However, to be used in actual 

clinical practic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relative HGS 

must be increased, and clinical reference values must also be requir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s public health significance through 

additional studies on relative HGS as an indicator of CVD.

Keyword: relative handgrip strength(HGS),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CVD),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G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