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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행위실천과 대사증후군 원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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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Life style has been shown to improve risk factors comprising the metabolic syndrome. Metabolic syndrome 

is a prime candidate for lifestyle modification utilizing the tools of exercise, nutritional therapy and so on. Therefore, we 

examined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health behaviors. 

Methods: A total of 1,240 adults were recruited into this cross-sectional study. The subjects were examined on body mass 

index, waist circumference, blood pressure, and lipid profile. Medical history was reviewed and daily calorie intake was 

examined by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Six healthy behaviors, sleeping hours, smoking, drinking, exercise, calorie 

intake and body weight of subjects, were examined. Each healthy behavio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etabolic 

syndrome as diagnosed by ATP III criteria. 

Results: The study subjects consisted of 57.1% men and 42.9% women.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14.3%.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lower in the group with good healthy behaviors. The subjects with more good 

healthy behaviors had  a lower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than those with less good healthy behaviors (0, 50.0%; 

1, 41.0%; 2, 30.6%; 3, 13.8%; 4, 8.5%; 5, 5.3%; and 6, 4.3%). Relative to the subjects with high good health behavior score, 

those with low good health behavior score were at significantly increased risk of metabolic syndrome (odds ratio = 4.25, 

95% CI 2.97-6.08). 

Conclusion: The subjects with much more good healthy behaviors had a substantially lower risk of being diagnosed with 

the metabolic syndrome compared to those with lesser good healthy behaviors. This finding suggests that lifestyle modi-

fication may be appropriate as the first-line intervention to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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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대사증후군은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인 고혈당, 고

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을 동시에 가지는 일종의 질환 군

으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

병의 발병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1,2)

1988년 Reaven이 이를 X 증후군으로 처음 명명한3) 이후,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4) 등으로 부르다가 1998년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로 통칭하기

를 권고하였다.5) 2001년 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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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건강 행위의 항목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수면시간, 흡연상태, 음주습관, 운동, 열량

섭취 상태, 체중의 6가지 항목을 건강 행위 항목으로 설정하였

으며, 각각의 항목을 3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수면시간은 건강유지를 위해 적절한 수면시간으로 알려

져 있는 7-8시간을18) 기준으로 건강문진표 보기에 따라 6시

간 이하, 7-8시간, 9시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흡연상태는 건

강문진표 보기에 따라 비흡연군, 과거 흡연군, 현재 흡연군으

로 나누었다. 음주 및 열량섭취 평가는 반 정량적 식품섭취 빈

도법의 하나인 간이 조사법(영양섭취상태조사) 설문지를 이

용하여 전담 영양사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권장열량 미만 섭

취군, 권장열량보다 10% 이하를 초과 섭취하는 군, 권장열량 

보다 10%를 초과하여 과잉 섭취하는 군으로 나누었다. 음주

습관에 대해서는 음주여부와 최근 3개월간의 주당 음주빈도 

및 1회 음주량을 조사하였으며, 2005년에 제시된 미국 식품 섭

취권고안에 따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음주

량을 기준으로19) 비음주군, 적절음주군, 과음군으로 분류하였

다. 적절음주는 남자의 경우 하루 2잔 이하, 여자의 경우 하루 1

잔 이하의 음주로 정의하였고, 과음은 남자 하루 2잔 초과, 여

자 하루 1잔 초과의 음주로 정의하였다. 1잔(one drink)은 영양

섭취상태조사 설문지에 따라 위스키 40 ml, 맥주 200 ml, 막걸

리 200 ml, 소주 40 ml로 규정하였다. 운동은 건강문진표를 바

탕으로 하루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

하는 군과 그 이하의 운동을 하는 군, 비운동군으로 분류하였

다. 체중은 비만도에 따라 정상 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으로 

분류하였다. 

2) 대사증후군 항목 측정 및 검사실 검사

문진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현병력, 과거병력, 복용중

인 약물에 대해 조사하였다. 체중 및 신장은 가벼운 실내복

을 착용하고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직립 자세로  각각 비만도 

측정기(FA-94 H, Fanics, Korea)와 체지방 분석기(InBody 3.0, 

Biospace co. Ltd, Seoul, Korea)를 사용하여 0.1 kg, 0.1 cm까지 측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체중(kg)을 키의 제곱값(m2)으로 나

누어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계산하였고(kg/m2), 

이를 기준으로 체중을 정상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으로 분

류하였다. 허리둘레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숙련된 1

인의 의사가 기립자세에서 늑골 최하단부와 골반 장골능사이

의 가장 가는 부위를20) 0.1 cm까지 측정하였다. 혈압은 10분 이

상 안정을 취한 후 앉은 자세에서 자동혈압기를 사용하여 수

축기혈압과 이완기혈압을 1회 측정하였다. 12시간 이상의 공

(NCEP)의 Adult Treatment Panel III (ATP III) 지침에서는 임상

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기준을 발표하였

다.6)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ATP III의 진단기준에 따

라 시행한 역학조사결과 대사증후군의 전체 유병률은 23.7% 

(남자 24.0%, 여자23.4%)로서 매우 흔한 질환군 임을 보고하였

다.7) 전 세계적으로 대사증후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8) 

우리나라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WHO 진단기준

을 적용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자 17.8%, 여자 27.0%로 보고

되고 있고,9) ATP III의 진단기준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전체 유

병률이 15.1%, 15.4% (남자 16.9%, 여자 14.2%)로 보고되고 있

다.10,11) 

흡연, 음주, 운동부족, 과식 등 좋지 못한 생활습관이 지질

대사 이상, 혈압 상승,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을 초래하여 대사

증후군을 유발시킬 수 있다.12-15) 그러므로, 대사증후군을 관리

하기 위해서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증가, 식이조절 등의 다양

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16,17)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생활습관 교정이 강조되고 

있고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평생습관 같은 지침이 제

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행위 실천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차이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습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 차이를 바탕으로 건강행위(good health behavior)를 규정하

고, 건강행위 실천 개수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차이를 

분석하여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건강 행위 실천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 연구대상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부산에 소재한 일개 대

학병원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6,354명(남자 3,259명, 

여자 3,0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자기기입식 건강문진

표(수면, 흡연, 운동 등)와 영양섭취상태조사 설문지를 한 항

목이라도 작성하지 않은 수진자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성인 

1,240명(남자 708명, 여자 532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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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태로 오전에 혈청 포도당 농도,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콜레스테롤) 등을 검사하였다.

3. 대사증후군의 정의
대사증후군의 진단은 2001년 NCEP-ATP III에서 정한 기

준을 바탕으로,6) 2005년 미국 심장협회와 국립 심폐혈관연구

소에서 새로운 지침으로 제시한 modi�ed ATP III de�nition을 사

용하였다.21) 복부 비만 항목은 인종 간 차이를 고려하여 허리둘

레 기준을 한국인의 기준에 따라 남자 ≥90 cm, 여자 ≥85 cm를 

적용하였다.22,23) 

다음의 5가지 항목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를 대사

증후군으로 정의하였다. 

1) 허리둘레 ≥90 cm(남), ≥85 cm(여)

2)  혈압 ≥130/85 mmHg  또는 항고혈압약제 복용 중인 자

3)  공복혈당 ≥100 mg/dL 또는 당뇨병 치료 중인 자

4)  중성지방 ≥150 mg/dL 또는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 중

인 자 

5)  HDL-콜레스테롤 < 40 mg/dL (남), < 50 mg/dL (여) 또

는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중인 자

4. 건강행위의 규정
생활습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 전체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인 14.3%보다 낮은 유병률

을 가지는 생활습관 군들을 건강행위로 규정하였다.

1) 적절한 수면시간은 7-8시간으로 정하였고, 2) 흡연 관

련 건강행위는 비흡연, 3) 음주관련 건강행위는 남자 2잔 이하, 

여자 1잔 이하의 적절한 음주와 비음주로 규정하였다. 4) 적절

한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운

동하는 것으로 하였고, 5) 적절한 열량 섭취는 권장열량을 초

과하여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6) 정상체중과 과

체중 모두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낮았으므로 체중관리 

측면에서의 건강행위는 적어도 비만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

였다. 

5. 통계분석
연구 대상자들을 전체, 남자, 여자로 구분하여 연령, 혈압, 

맥박, 허리둘레, 공복혈당 등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표본 t-검

정을 통해 평균을 비교하였다. 생활습관 항목을 각각 3개의 군

으로 분류하여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산출하였고, 이로부터 

건강행위를 규정한 후 건강 행위 실천 개수에 따라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을 계산하였다. 이들 각각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차이가 유의한지와 건강행위 실천 개수에 따른 대사증후군

의 유병률이 전체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사용하였다. 또한, 총 연구대상자

의 평균 건강행위 실천 수와 전체 대상자의 평균 대사증후군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n
(n = 708)

Women
(n = 532)

Age (y)  48.9 ± 10.4  47.3 ± 10.4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7.6 ± 18.1 119.7 ± 18.5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79.5 ± 11.1  73.1 ± 11.0

Heart rate (bpm)  69.7 ± 10.7  72.2 ± 24.3

Body mass index (kg/m2)  24.4 ± 2.6  23.5 ± 2.9

Waist circumference (cm)*  85.9 ± 7.3  77.4 ± 8.0

Fasting plasma glucose (mg/dL)*  95.7 ± 23.2  87.4 ± 15.6

Total cholesterol (mg/dL) 200.9 ± 34.0 197.4 ± 35.8

Triglycerides (mg/dL)* 132.2 ± 76.0  96.1 ± 56.3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mg/dL)*  52.9 ± 12.6  60.4 ± 13.9

Metabolic syndrome prevalence rate (%)* 18.7 8.4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P < 0.05 by two-sample t-test or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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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대가 46명(3.7%), 30대가 206명(16.6%), 40대가 453명

(36.5%), 50대가 351명(28.3%), 60대가 152명(12.3%), 70대 이

상이 32명(2.6%)이었으며, 평균연령은 48.2세였다.

연구 대상자 1,240명 중에서 modi�ed ATP III의 정의를 적

용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14.3%였으며, 성별에 따른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은 남자 18.7%, 여자 8.4%로 남자에서 유의하

게 더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P<0.001) (표 1).

2. 건강 행위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차이(표 2)
1) 수면시간 

수면시간이 7-8시간인 군은 전체 711명(남자 403명, 여자 

308명)이었고 그 중에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93

명(남자 67명, 여자 26명)이었다. 수면시간에 따른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은 수면시간이 7-8시간인 군의 전체 대사증후군

의 유병률은 13.1%로 수면시간이 6시간이하인 군(15.7%)과 9

유병률을 고려하여 건강행위를 적게 실전하는 군과 많이 실

천하는 군으로 구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여 대사증후

군의 유병율을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사용

하여 건강행위를 적게 실전하는 군에 비해 건강행위를 많이 

실천하는 군이 대사증후군을 가질 교차비를 구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를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P<0.05로 정의하였다.

결과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총 연구대상자 1,240명중 남자가 708명(57.1%), 여자가 

532명(42.9%)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20세에서 81세까지

Table 2.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health behavior.

Health
behavior

Category

 Men*  Women†  Total‡

MS(-)
n = 575

MS(+)
n = 133

Subtotal
n = 708

MS(-)
n = 487

MS(+)
n = 45

Subtotal
n = 532

MS(-)
n = 1062

MS(+)
n = 178

Total
n = 1,240

Sleep 
duration

< 6 h
7-8 h
≥ 9 h

232 (79.2)
336 (83.4)

  7 (58.3)

 61 (20.8)
 67 (16.6)
  5 (41.7)

293 (100.0)
403 (100.0)
 12 (100.0)

192 ( 91.4)
282 ( 91.6)
 13 ( 92.9)

18 ( 8.6)
26 ( 8.4)
 1 ( 7.1)

210 (100.0)
308 (100.0)
 14 (100.0)

424 (84.3)
618 (86.9)
 20 (76.9)

 79 (15.7)
 93 (13.1)
  6 (23.1)

503 (100.0)
711 (100.0)
 26 (100.0)

Smoking
status

Never
Former
Current

144 (85.2)
242 (79.6)
189 (80.4)

 25 (14.8)
 62 (20.4)
 46 (19.6)

169 (100.0)
304 (100.0)
235 (100.0)

462 ( 91.7)
  4 (100.0)

 21 ( 87.5)

42 ( 8.3)
 0 ( 0.0)
 3 (12.5)

504 (100.0)
  4 (100.0)

 24 (100.0)

606 (90.0)
246 (79.9)
210 (81.1)

 67 (10.0)
 62 (20.1)
 49 (18.9)

673 (100.0)
308 (100.0)
259 (100.0)

Drinking
status

None
Moderate drink
Heavy drink

118 (83.1)
235 (86.7)
222 (75.2)

 24 (16.9)
 36 (13.3)
 73 (24.8)

142 (100.0)
271 (100.0)
295 (100.0)

312 (89.4)
138 (95.8)
 37 (94.9)

37 (10.6)
 6 ( 4.2)
 2 ( 5.1)

349 (100.0)
144 (100.0)
 39 (100.0)

430 (87.6)
373 (89.9)
259 (77.5)

 61 (12.4)
 42 (10.1)
 75 (22.5)

491 (100.0)
415 (100.0)
334 (100.0)

Exercise
≥ 30 min/d, 3 d/wk
< 30 min/d, 3 d/wk
None

319 (83.3)
245 (81.9)
 11 (42.3)

 64 (16.7)
 54 (18.1)
 15 (57.7)

383 (100.0)
299 (100.0)
 26 (100.0)

318 (93.5)
138 (89.0)
 31 (83.8)

22 ( 6.5)
17 (11.0)
 6 (16.2)

340 (100.0)
155 (100.0)
 37 (100.0)

637 (88.1)
383 (84.4)
 42 (66.7)

 86 (11.9)
 71 (15.6)
 21 (33.3)

723 (100.0)
454 (100.0)
 63 (100.0)

Calorie 
intake

≤100%
100-110%
> 110%

368 (87.0)
 83 (72.2)

124 (72.9)

 55 (13.0)
 32 (27.8)
 46 (27.1)

423 (100.0)
115 (100.0)
170 (100.0)

235 (95.1)
 73 (87.9)

179 (88.6)

12 ( 4.9)
10 (12.1)
23 (11.4)

247 (100.0)
 83 (100.0)

202 (100.0)

603 (90.0)
156 (78.8)
303 (81.4)

 67 (10.0)
 42 (21.2)
 69 (18.6)

670 (100.0)
198 (100.0)
372 (100.0)

BMI 
class

< 23 kg/m2

23-25 kg/m2

≥ 25 kg/m2

200 (95.7)
177 (88.9)
198 (66.0)

  9 ( 4.3)
 22 (11.1)

102 (34.0)

209 (100.0)
199 (100.0)
300 (100.0)

241 (98.8)
128 (91.4)
118 (79.7)

 3 ( 1.2)
12 ( 8.6)
30 (20.3)

244 (100.0)
140 (100.0)
148 (100.0)

441 (97.4)
305 (90.0)
316 (70.5)

 12 ( 2.6)
 34 (10.0)

132 (29.5)

453 (100.0)
339 (100.0)
448 (100.0)

Data are expressed as no(%). MS: metabolic syndrome, BMI: body mass index. Moderate drink: consuming two or less than 
two drinks a day for male/one or less than a drink a day for female, Heavy drink: consuming more than two drinks a day for 
male/more than a drink a day for women. *sleep duration (P = 0.046), drinking status (P = 0.002), exercise (P < 0.001), calo-
rie intake (P < 0.001), BMI class (P < 0.001) by chi-square test, †drinking status (P = 0.048), calorie intake (P = 0.021), BMI 
class (P < 0.001) by chi-square test, ‡smoking status, drinking status (P < 0.001), exercise (P < 0.001), calorie intake (P < 0.001), 
BMI class (P < 0.001) by chi-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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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상인 군(23.1%)보다 낮았지만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었으나, 남자에서

는 9시간 이상인 군(41.7%)이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2) 흡연상태

비흡연군은 전체 673명(남자 169명, 여자 504명)으로 나타

났고, 그 중에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67명(남자 25명, 여자 

42명)이었다. 흡연상태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비흡

연군에서 10.0%로, 과거 흡연군(20.1%) 및 현재 흡연군(18.9%)

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남자

와 여자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에는 흡연 상태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3) 음주습관

적절음주군은 전체 415명(남자 271명, 여자144명)이었고, 

그 중에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42명(남자 36명, 여자 6명)

이었다. 음주습관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비음주군 

및 적절음주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각각 12.4%, 10.1%로 

과음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인 22.5%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P<0.001). 남자도 같은 양상이었으나, 여자는 비음주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4) 운동

하루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군은 전체 723명(남자 383명, 여자 340명)이었고 그 중

에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6명(남자 64명, 여자 22

명)으로 11.9%의 유병률을 나타내었다. 운동 상태에 따른 대

Figure 1.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ccording 

to number of good health behavior.

Figure 2. Comparison of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

drome between high and low good health behavior score.

사증후군의 유병률은 주 3회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군이 

하루 30분 미만, 일주일에 3일 미만 운동하는 군(15.6%)과 비

운동군(33.3%)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남자도 같

은 양상이었으나, 여자는 운동 정도에 따른 대상증후군의 유

병률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열량섭취

권장열량 이하를 섭취하는 군은 전체 670명(남자 423명, 

여자 247명)으로, 이 중에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67명(남

자 55명, 여자 12명)으로 나타났다. 열량 섭취 상태에 따른 대

사증후군의 유병률은 권장열량 이하를 섭취하는 군에서의 대

사증후군 유병률은 10.0%로 권장열량을 초과하는 두 군의 유

병률(21.2%, 18.5%)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남자

와 여자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에도 같은 양상이었다.

6) 체중

정상체중군은 전체 453명(남자 209명, 여자 244명)이었

고, 이 중에 대사증후군은 12명(남자 9명, 여자 3명)으로, 이들

의 유병률은 2.6%를 나타내었다. 과체중군은 전체 339명(남자 

199명, 여자 140명)이었고, 이중 대사증후군은 34명(남자 22

명, 여자 12명)으로, 유병률은 10.0% 였다. 체중에 따른 대사증

후군의 유병률은 정상 체중군과 과체중군이 비만군(29.5%)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P<0.001).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비교

했을 때에도 같은 양상이었다.

3. 건강행위 실천 개수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차이
앞에서 규정한 6개의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개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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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을 비교하였다. 건강행위를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대

상자는 20명(남자 19명, 여자 1명)이었으며, 이중 10명(남자 

10명, 여자 0명)이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어 50%의 유병률

을 보였고, 건강행위를 1개 실천할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은 

41.1%, 2개 30.7%, 3개 13.8%, 4개 8.5%, 5개 5.4% 및 6개 4.3%로 

건강행위 실천개수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갈수록 감소

하였다(그림 1). 총 연구대상자의 평균 건강행위 실천 수 3.6개

와 전체 대상자의 평균 대사증후군 유병률(14.3%)을 고려하

여 건강행위 3개 이하군과 4개 이상군의 2개 군으로 나누어 대

사증후군의 유병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남자, 여자 및 전체 

모두에서 건강행위를 4개 이상 실천하는 사람들이 건강행위

를 3개 이하로 실천하는 사람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유병률

을 보였다(그림 2). 추가적으로 로짓회귀분석을 시행하였더

니, 남자에서 건강행위 4개 이상군에 비해 건강행위 3개 이하

군이 대사증후군을 가질 교차비는 3.70로 유의하였으며, 여자

와 전체에서도 교차비 각각 3.54, 4.25로서 유의하였다(표 3). 

고찰

Belloc과 Bleslow가 캘리포니아 주의 Alameda지방의 주민

Table 3.  Odds ratio and 95% confidence intervals in high 

and low good health behavior score for incidence of meta-

bolic syndrome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dds ratio 95% CI P-value

Men

   High good health 
       behavior score

1.00 - -

   Low good health 
       behavior score

3.70 2.31-5.92 < 0.001

Women

   High good health 
       behavior score

1.00 - -

   Low good health 
       behavior score

3.54 1.91-6.59 < 0.001

Total 

   High good health 
       behavior score

1.00 - -

   Low good health 
       behavior score

4.25 2.97-6.08 < 0.001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7-8시간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아침식사, 간식먹지 않기, 적당한 체중유지, 비

흡연, 적절한 음주의 소위 Alameda 7이라 불리는 7가지 건강행

위가 현재와 앞으로의 건강상태 및 수명의 연장과 관련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24-26)

본 연구의 결과도 건강행위 실천개수가 증가할수록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이 감소하였다. 특히, 6개의 건강행위 중 4개 

이상을 실천하는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

게 나타났다. 이는 적절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에서 

대사증후군의 이환이 적고, 나아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의 이환이 적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 Alameda 7과 일맥상통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수면은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이며, 이전에

도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다.18)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2형 당뇨병을 일으킬 위험

이 2-3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6-8시간을 자는 사람이 가

장 건강한 상태(mostly healthy)라 하였다.18) 여러 연구에 따르

면 건강한 젊은 성인의 적절한 수면시간은 7-8시간이다. 2001

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수면시간과 대사증후

군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면시간이 7시간인 군은 다른 군보

다 복부비만을 비롯한 대사증후군 요소 및 유병률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수면시간이 7-8시간인 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

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상승시키고,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인슐린

혈증 및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하여12)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

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흡연은 ATP III의 대사증후

군 진단기준 5가지 모두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David 등27)

은 흡연 자체가 고지방 식이습관 및 저섬유성 식이습관과 관

련되어 있어 총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상승시킨다고 보고

하였고, Kim 등28)과 Kim 등29)은 흡연량에 비례하여 복부비만 

지표인 허리둘레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흡연군에서 현재 흡연군이나 과거 흡연군에 비해 대사증후

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게 관찰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

서 과거흡연군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현재 흡연군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금연 기간이나 과거 흡연 기간 및 흡연의 절대

량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적당량의 음주가 심혈관질환의 위험

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13,14) 적당량의 음주는 혈액응고와 혈

소판의 응집을 억제하고,14) H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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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반면 

과다한 음주는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13)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14) 알려져 있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음주로 인한 

건강의  손상을 받기 쉽다고 보고되고 있고30) 2005년에 제시

된 미국 식품 섭취권고안에서는  남자의 경우 하루 2잔 이하, 

여자의 경우 남자의 절반인 하루 1잔 이하를 적절음주의 기준

으로 권고하고 있다.19) 최근 Hong  등31)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

에서 하루 1잔의 적절한 음주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낮았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 여자, 전체 모두에서 적절

음주군이 유의하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낮았다.

운동은 지질대사를 호전시키며32)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낮

추고,15) 당뇨병의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켜 고혈당을 개선시

키고 당불내성이 당뇨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등33,34) 

전반적인 대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

히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불량한 건강행태인 좌

식생활은 여러 연구에서 20분이하의 운동을 일주일에 3회 미

만 실시할 때로 정의되고 있다.35,36) 본 연구에서 하루 30분 이

상씩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에 대사

증후군 유병률이 낮았다.

대사증후군에서 저열량 식사가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

다.37) NCEP에서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중성지방 감소와 

HDL-콜레스테롤 증가를 위해 대부분의 지방을 불포화 지방

산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6) 본 연구

에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열량구성을 고려하지 않아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겠지만, 권장열량을 초과하여 섭취할 

때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최근 한 연구에서 체질량 지수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위험

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정상체중에 비해 과체중, 비

만에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가 9배, 17배 높아지는 것을 보고

하였다.31) 본 연구에서도 정상 체중군이 과체중군 및 비만군

보다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특히 다른 건

강행위에 비해 그 차이가 현저하였는데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체질량지수를 고려한 Hong 

등3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결국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체질량지수가 대사증후군의 유

병률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유병률 조

사에 ATP III 진단기준을 적용하였더라도 복부비만지표인 허

리둘레 대신 체질량지수를 적용한 연구도 있다.10) 한 가지 특

이할만한 것은 정상체중 뿐만 아니라 과체중에서도 전체 유

병률보다 유의하게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현

재 상용되고 있는 한국인의 체질량지수 기준이 너무 낮아 상

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38) 하지

만 과체중군보다 정상 체중군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

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한 시점에서의 단면 연구로서 발생의 차이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둘째, 일개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의 자

기기입식 설문지 및 신체계측을 통해 생활습관 항목을 선정

함으로써 조사된 건강행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석되었

다. 셋째, 개별 건강행위 항목의 질적인 측변은 고려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예로 수면의 질적인 측면, 흡연의 절대량, 금연

의 기간, 운동의 종류, 운동의 강도, 열량구성에 대해서는 고려

되지 못해 결과해석에 한계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 인구에서 건

강행위 실천 개수와 대사증후군 유병률과의 관련성을 보여주

었고, 6개의 건강행위를 규정하여 4개 이상의 건강행위 실천

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대사증후군의 예방에 가장 비용효과적인 중재 방법인 적절한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겠다. 향후 건강행위와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대규모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요약

연구배경: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치료에 생활습관 교정이 강

조되고 있다. 이에 건강행위 실천 개수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차이를 알아보았다.

방법: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일개 대학병원 건강

증진센터를 방문한 수진자 중 20세 이상의 성인 1,240명을 최

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사증후군의 진단기준은 modi�ed 

ATP III 정의를 사용하였고, 그 중 허리둘레 기준은 한국인의 

기준에 따랐다. 생활습관은 수면시간, 흡연상태, 음주습관, 운

동, 열량섭취, 체중의 6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수면시간은 6시

간 이하, 7-8시간, 9시간 이상으로, 흡연상태는 비흡연군, 과

거 흡연군, 현재 흡연군으로, 음주는 비음주군, 적절음주군, 과

음군으로, 운동은 하루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3일 이상 규칙적

으로 운동하는 군, 그 이하의 운동을 하는 군, 비운동군으로, 열

량섭취는 권장열량 이하를 섭취하는 군, 권장열량보다 10% 이

하를 초과 섭취하는군, 권장열량보다 10%를 초과하여 과잉 섭

취하는 군으로, 체중은 정상 체중군, 과체중군, 비만군으로 건

강행위 항목을 각각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대사증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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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률을 비교하였다. 

결과: 비흡연군, 적절음주군 및 비음주군, 규칙적인 운동을 하

는 군, 권장열량 이하를 섭취하는 군 및 비비만군에서 대사증

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건강행위 실천개수가 증

가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감소하였다(0개 50.0%, 1

개 41.0%, 2개 30.6%, 3개 13.8%, 4개 8.5%, 5개 5.3% 및 6개 4.3%). 

남자, 여자 및 전체에서 건강행위가 3개 이하인 군에 비해 건

강행위가 4개 이상인 군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질 교차비는 각

각 3.70 (95% 신뢰구간; 2.31-5.92), 3.54 (95% 신뢰구간; 1.91-

6.59) 및 4.25 (95% 신뢰구간; 2.97-6.08)이었다.

결론: 평균 이상의 건강행위를 실천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

에 비해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낮았다.

중심단어: 대사증후군; 건강행위; 생활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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