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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빠르게 변화되는 현대사회는 우리의 생활양식과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같은 생활양식과 식생활의 변화

는 성인들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

서 최근 들어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이 성인기에 주로 발병

하여 성인병이라 일컬어지던 질환들이 일명 생활습관병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는 이들 질환들이 생활양식이나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교정할 수 있다면

상당수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이다.ㆍ
심혈관계 질환은 새로운 약물요법과 여러 가지 내 외과적ㆍ

중재들의 발달로 최근 들어 치료율이 높아지고 질환으로 인

한 사망률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Son, 2005).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외래환자 수진율은 인

구 만 명당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이상10 2002 444 2005 676 65%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Korea National Statistical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은 여전히 증가되고 있Office, 2008)

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인자들로 비만 혈청지질 등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었고 (Kook et al., 1997; Yun et al.,

최근 들어 염증질환이나 세포 및 조직대2002; Sowers, 2003)

사의 비특이적 반응으로 증가하는 급성기 반응 물질인 반C-

응성 단백 이하 이 심혈관계질환의(C-Reactive Protein, CRP)

강력한 예측인자로 알려지고 있다 (Son et al., 2002; Ridker,

이에 심혈관계 질환의 위Hennekens, Buring, & Rifai, 2000).

험인자인 비만 혈청지질 등과 생활습관과의 관계를 규명하ㆍ
는 여러 연구들이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대부분.

은 아침식사 유무 간식 섭취 유무 등의 간단한 식습관 정도,

를 포함한 생활습관과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비만이나 혈청지

질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열량이나 영양소 섭취

정도와 이들 위험인자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우리나라에

서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열량 영양소 섭취를 포함한 식습ㆍ
관이나 생활습관과 최근 심혈관계 질환의 강력한 위험인자로

등장한 반응성 단백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도 부족한C-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상적인 생활습관뿐 아니라 개인의 열

량과 영양소 섭취 정도를 포함하여 이들이 비만 혈청지질 및,

반응성 단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서 현대인들이 건C-

강하고 올바른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습득하고 유지할 수 있

도록 돕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심혈관계 위험인자로 알려진 비만 혈청지질 및,

반응성 단백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의 생활습관 식습관 및C- ,

열량 영양소 섭취 등의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요인들을ㆍ
다중회귀분석해 봄으로써 영향요인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

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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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식습관 열량 영양소 섭, , ,• ㆍ
취 비만 혈청지질 및 를 파악한다, , CRP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식습관 및 열량 영양소, ,• ㆍ
섭취에 따른 비만 혈청 지질 및 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CRP .

비만 혈청 지질 및 각각의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 CRP•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개 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1

한 성인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을(118 )

기해야 하며 식이섭취 조사시 연구대상자들이 평소의 식습관

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인의 생활습관 식습관 열량 영양소 섭취 비, , ,ㆍ
만 혈청지질 및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비만 혈청, CRP , ,

지질 및 에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 식습관 열량 영양소CRP , , ㆍ
섭취 요인들을 규명하고 설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는 년 월 부터 월 일까지 서울시에 소재2007 9 1 12 31

한 일개 병원 건강 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들 중 연구에 참

여할 것을 수락하고 설문에 충실히 응답한 명 대상자들118

중 명을 제외한 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제외된 대상자들3 115 .

은 가 초과된 대상자들로 이는 가 심혈관계CRP 1 / CRP㎎㎗
질환과 관계없이 염증성 질환이나 조직손상에서도 올라가므로

이런 교란요인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본(Son et al., 2002).

연구는 최근 심혈관계 질환의 중요한 예측인자로 잘 알려진

에 영향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나 는 염증성 질CRP CRP

환이나 조직대사의 비특이적 반응으로도 빠르게 변화는 물질

이므로 현재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검진센터를 방문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병원과 담당의사에게 연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고 검진센터 간호사들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였다 특히 영양소 섭취와 관련된 조사는 총. 105

가지 음식에 대해 각각의 섭취분량과 섭취빈도를 일일이 체

크하게 되어있어 일반인이 스스로 알아서 작성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으므로 설문지 작성 전 검진센터 간호사가 모든 대상

자에게 일대일로 작성요령을 설명하고 대상자를 도와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어 및 측정

생활습관

생활습관 측정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와Breslow

가 발표한 가지 건강습관인 일 평균 수면시간Belloc (1972) 7 1 ,

아침식사 유무 간식섭취 유무 운동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 , ,

및 비만도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지 건강습관 중 비만도는 비만과 관7

련된 요소로 분석하였다.

식습관

식습관은 일 식사 빈도 식사 속도 과식 빈도 및 외식 빈1 , ,

도를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열량 영양소 섭취ㆍ
열량 영양소 섭취는 일상의 평균적인 식품섭취 경향을 파ㆍ

악할 수 있도록 과 가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Kim Yang (1998)

을 한 반 정량식 식이섭취 빈도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한국영양학회가 개발한 영양평가용 프로그램

전문가용 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가 일상적으(CAN Pro 3.0)

로 섭취한 식품으로부터 열량과 영양소의 종류식물성 단백(

질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질 동물성 지질 콜레스테롤 당, , , , ,

질 및 섬유질와 양을 산출하였다) .

비만

본 연구에서 비만의 측정은 키와 몸무게를 토대로 한 체질

량 지수 이하 와 체지방률을 활용하였(Body Mass Index, BMI)

다 는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에서 개발된 아시아. BMI -

태평양지역 지침에 따라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가 발표한 분류를 사용하였다 체지방률은obesity (2000) .

InBody 을 이용하여 생체 전기저항 분석3.0 (bioelectric

으로 측정하였다impedance analysis) .

혈청지질

혈청지질은 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한 연구대상자의12

혈액을 채취하여 이Total Cholesterol, Low-density lipoprotein(

하 이하 정LDL), High-density lipoprotein( HDL), Triglyceride

도를 측정하였다.

반응성 단백C-

는 법으로 검사하였고 실제 심혈관계 질환CRP nephelometry ,

과 관계없이 체내에서 염증반응이나 조직손상의 진행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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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올라갈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교란요CRP (Son et al., 2002)

인을 배제하기 위해 초과의 대상자는 분석에서1 / CRP㎎㎗
제외시켰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을 이용하여 대상자의SAS program

특성 및 연구변수에 대한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식습관 열량 영양소 섭취에 따른 비만 혈청지, , ,ㆍ
질 및 정도의 차이와 상관관계는 또는CRP ANOVA

와 로 분석하였다Chi-squar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

또한 유의한 차이나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를 토대로 비만,

혈청지질 및 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두고 영향요인들의CRP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인 multiple

을 시행하였으며 이들 변수 중 명목변수들은regression

변수로 변환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Dummy .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자 명과 여자 명으로 대상자들56 59

의 특성 비만 혈청지질 및 정도는 과, , CRP <Table 1> <Table

와 같다2> .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과 수면시간은 세와43.20(9.54) 6.63

시간이었으며 비만 지표로 조사한 와 체지방률의(1.05) BMI

평균은 와 이었다 대상자의 정도는23.35(3.56) 25.10(5.82) . BMI

저제중 명 정상 범위 명 위험 체중(<18.5) 10 , (18.5-22.9) 48 ,

명 단계 비만 명 및 단계 비만(23.0-24.9) 19 , 1 (25-29.9) 31 2 (≥

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평균 혈청지질 정도는 총30) 6 .

콜레스테롤 190.44(35.99), LDL 112.89(30.41), HDL 53.17

중성지방 이었으며 는(12.05), 123.48(98.79) CRP 0.0261(0.07)

이었다 또한 대상자들이 섭취한 영양소의 평균은 에너지.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2201(437.5), 82.22(44.23), 64.37

식물성 지질 동물성 지질 콜(55.38), 34.89(26.42), 37.58(36.29),

레스테롤 당질 섬유질507.58(437.92), 483.46(264.48), 42.19

및 소듐 이었다(25.43) 6490(4375) .

대상자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포함한 특성들에 따른 BMI

와 체지방률 차이는 와 같다<Table 2> .

<Table 1> Energy nutrients, obesity, serum lipids and CRP (N=115)ㆍ

Variable
Men Women Total

Mean±SD Mean±SD Mean±SD

Age 43.59± 8.89 42.83± 10.19 43.20± 9.54
Sleep 6.48± 0.87 6.78± 1.18 6.63± 1.05
BMI( / ) 25.02± 3.42 21.77± 2.94 23.35± 3.56
Body fat(%) 22.61± 5.39 27.38± 5.28 25.10± 5.82
Total Cholesterol( / ) 200.16± 32.80 181.22± 36.71 190.44± 35.99
LDL( / ) 117.25± 27.33 108.75± 32.76 112.89± 30.41
HDL( / ) 50.91± 11.33 55.32± 12.41 53.17± 12.05
Triglyceride( / ) 163.43±114.48 85.56± 61.25 123.48± 98.79
CRP( / ) 0.0264± 0.050 0.0258± 0.089 0.0261± 0.07
Energy(kcal) 2362± 180.1 2048± 685.4 2201± 437.5
Vegetable Protein(g) 83.68± 39.31 80.73± 49.06 82.22± 44.23
Animal Protein(g) 66.30± 62.56 62.40± 68.65 64.37± 55.38
Vegetable Fat(g) 36.64± 26.01 37.13± 27.16 34.89± 26.42
Animal Fat(g) 40.57± 34.07 34.75± 38.67 37.58± 36.29
Cholesterol( ) 492.71±381.62 521.71±493.91 507.58±437.92
Carbohydrate(g) 507.34±195.77 460.80± 324.7 483.46±264.48
Fiber(g) 40.21± 23.62 44.20± 27.20 42.19± 25.43

BMI : Body Mass Index, LDL : Low-density lipoprotein, HDL : High-density lipoprotein, CRP: C-reactive protein

<Table 2> Distribution of BMI and body fat by characteristics (N=115)

Variables BMI Body fat

Content n(%) 18.5> 18.5~22.9 23.0~24.9 25.0~29.9 30.0≤ X2 or F p F or t p

Sex Male
Female

56(48.7)
59(51.3)

3(2.63)
7(6.14)

11( 9.65)
37(32.46)

12(10.53)
7( 6.14)

24(21.05)
7( 6.14)

5(4.39)
1(0.88) 28.88 <.0001 22.10 .000

Age

30
31~40
41~50
51~60
61

12(10.4)
33(28.7)
44(38.3)
23(20.0)
3( 2.6)

3(2.63)
2(1.75)
5(4.39)
0(0.00)
0(0.00)

5( 4.39)
18(15.79)
17(14.91)
8( 7.02)
0( 0.00)

2( 1.75)
3( 2.63)
7( 6.14)
7( 6.14)
0( 0.00)

2( 1.75)
9( 7.89)
10( 8.77)
8( 7.02)
2( 1.75)

0(0.00)
0(0.00)
5(4.39)
0(0.00)
1(0.88)

27.96 .0319 2.89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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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상자의 성별 나이 결혼상태 수축기 혈압 이완BMI , , , ,

기 혈압 및 흡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체지

방률은 성별 직업 가족질환 음주횟수 및 과식횟수와 통계적, , ,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들의 특성에 따른 혈청지질과 의 차이는CRP <Table

과 같으며 총콜레스테롤은 성별 나이 수축기 혈압3> , , ,

이하 이완기 혈압(Systolic Blood Pressure, S BP), (Diastolic

이하 수면시간 및 음주횟수와 은Blood Pressure, D BP), LDL

나이 결혼상태 및 수면시간 은 성별 중성지방은 성별, , HDL , ,

직업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흡연 및 과식횟수 는, , , , CRP

아침식사 횟수 하루 중 식사횟수 및 식사속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2> Distribution of BMI and body fat by characteristics(continued) (N=115)

Variables BMI Body fat

Content n(%) 18.5> 18.5~22.9 23.0~24.9 25.0~29.9 30.0≤ X2 or F p F or t p

Occupation
White
Blue
Others

69(60.0)
1( 0.9)
41(35.7)

6(5.45)
0(0.00)
4(3.64)

24(21.82)
0( 0.00)
22(20.00)

12(10.91)
0( 0.00)
7( 6.36)

20(18.18)
1( 0.91)
8( 7.27)

6(5.45)
0(0.00)
0(0.00)

9.51 .3009 3.94 .022

Marriage
Unmarried
Married
Others

22(19.1)
88(76.5)
5( 4.3)

6(5.26)
4(3.51)
0(0.00)

11( 9.65)
34(29.82)
3( 2.63)

3( 2.63)
15(13.16)
1( 0.88)

2( 1.75)
28(24.56)
1( 0.88)

0(0.00)
6(5.26)
0(0.00)

17.22 .0279 0.65 .523

Family dz Yes
No

66(57.4)
49(42.6)

5(4.39)
5(4.39)

23(20.18)
25(21.93)

7( 6.14)
12(10.53)

11( 9.65)
20(17.54)

2(1.75)
4(3.51) 1.88 .7572 2.40 .024

S BP 140
140>

7( 6.1)
108(93.9)

0(0.00)
10(8.77)

0( 0.00)
48(42.11)

1( 0.88)
18(15.79)

3( 2.63)
28(24.56)

3(2.63)
3(2.63) 24.52 <.0001 3.05 .084

D BP 90
90>

13(11.3)
102(88.7)

0(0.00)
10(8.77)

3( 2.63)
45(39.47)

2( 1.75)
17(14.91)

5( 4.39)
26(22.81)

3(2.63)
3(2.63) 12.10 .0167 0.29 .591

Sleep
7hours>
7-8
8<

46(40.0)
66(57.4)
3( 2.6)

3(2.63)
7(6.14)
0(0.00)

12(10.53)
34(29.82)
2( 1.75)

12(10.53)
7( 6.14)
0( 0.00)

16(14.04)
14(12.28)
1( 0.88)

2(1.75)
4(3.51)
0(0.00)

12.13 .1457 1.16 .319

Breakfast

Everyday
4~6/wk

회1~3 /wk
None

59(51.3)
18(15.7)
16(13.9)
21(18.3)

5(4.42)
1(0.88)
4(3.54)
0(0.00)

26(23.01)
9( 7.96)
6( 5.31)
7( 6.19)

11( 9.73)
4( 3.54)
1( 0.88)
3( 2.65)

17(15.04)
2( 1.77)
3( 2.65)
9( 7.96)

0(0.00)
2(1.77)
1(0.88)
2(1.77)

19.35 .0803 1.25 .294

Snack

Everyday
4~6/wk
1~3/wk
None

23(20.0)
14(12.2)
49(42.6)
29(25.2)

2(1.75)
1(0.88)
5(4.39)
2(1.75)

11( 9.65)
6( 5.26)
21(18.42)
10( 8.77)

5( 4.39)
2( 1.75)
6( 5.26)
6( 5.26)

3( 2.63)
3( 2.63)
15(13.16)
10( 8.77)

2(1.75)
1(0.88)
2(1.75)
1(0.88)

5.63 .9335 1.35 .264

Exercise

Everyday
4~6/wk
2~3/wk
1/wk
None

8( 7.0)
16(13.9)
26(22.6)
33(28.7)
28(24.3)

0(0.00)
2(1.82)
2(1.82)
2(1.82)
4(3.64)

3( 2.73)
7( 6.36)
10( 9.09)
11(10.00)
17(15.45)

1( 0.91)
2( 1.82)
4( 3.64)
9( 8.18)
2( 1.82)

4( 3.64)
3( 2.73)
8( 7.27)
10( 9.09)
4( 3.64)

0(0.00)
1(0.91)
2(1.82)
1(0.91)
1(0.91)

14.37 .5711 1.04 .391

Smoking Yes
No

29(25.2)
77(67.0)

1(0.95)
9(8.57)

8( 7.62)
36(34.29)

5( 4.76)
14(13.33)

13(12.38)
14(13.33)

2(1.90)
3(2.86) 9.61 .0476 0.54 .466

Drinking

Everyday
4~6/wk
1~3/wk
None

2( 1.7)
4( 3.5)
50(43.5)
53(46.1)

0(0.00)
0(0.00)
3(2.78)
5(4.63)

1( 0.93)
1( 0.93)
18(16.67)
24(22.22)

0( 0.00)
1( 0.93)
8( 7.41)
10( 9.26)

1( 0.93)
1( 0.93)
17(15.74)
12(11.11)

0(0.00)
1(0.93)
3(2.78)
2(1.85)

6.96 .8605 3.11 .030

Meal 2/day
3

41(35.7)
73(63.5)

3(2.65)
7(6.19)

14(12.39)
33(29.20)

6( 5.31)
13(11.50)

14(12.39)
17(15.04)

4(3.54)
2(1.77) 4.66 .3236 1.84 .178

Meal speed
30min<
15~30
15>

6( 5.2)
73(63.5)
35(30.4)

1(0.88)
9(7.96)
0(0.00)

2( 1.77)
33(29.20)
13(11.50)

1( 0.88)
10( 8.85)
8( 7.08)

2( 1.77)
16(14.16)
13(11.50)

0(0.00)
4(3.54)
1(0.88)

8.93 .3486 0.11 .896

Overeating
None
2~3/wk
4

41(35.7)
64(55.7)
10( 8.7)

5(4.39)
5(4.39)
0(0.00)

21(18.42)
25(21.93)
2( 1.75)

7( 6.14)
10( 8.77)
2( 1.75)

7( 6.14)
19(16.67)
5( 4.39)

0(0.00)
5(4.39)
1(0.88)

10.79 .2136 3.86 .024

Eating out
1/wk
2~3
4

32(27.8)
46(40.0)
31(27.0)

4(3.70)
1(0.93)
5(4.63)

11(10.19)
25(23.15)
10( 9.26)

5( 4.63)
8( 7.41)
4( 3.70)

8( 7.41)
11(10.19)
11(10.19)

3(2.78)
1(0.93)
1(0.93)

10.79 .2140 0.83 .437

BMI : Body Mass Index, dz : disease, S BP : Systolic Blood Pressure, D BP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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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섭취한 열량 영양소들과 체지방률 혈청지질 및,ㆍ
의 상관성은 와 같다 체지방률은 대상자들이CRP <Table 4> .

섭취한 영양소들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

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총콜레스테롤 또한 섬유질을 제외하고.

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에서 당질과 섬유질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머지. LDL ,

영양소들과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고 에서도 식물성 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HDL

영양소와는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 중성지방은 당질을 제외하고 모두 양의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나 모든 영양소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관계

를 보이지는 않았다 는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CRP , ,

식물성 지질 당질 및 섬유질과 음의 상관관계 에너지 동물, , ,

성 지질 및 콜레스테롤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모든

영양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다.

대상자들의 비만 혈청지질 및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CRP

는 변수들을 규명하기 위해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거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가지

고 다변량 분석인 을 시행한 결과는multiple regression <Table

와 같다 에서는 성별 기혼 주 회 이상 외식 주5> . BMI , , 4 , 2-3

회 외식 및 세 이상 연령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61

으며 이들 요인들의 에 대한 설명력은 인 것으로BMI 48.8%

나타났고 체지방률은 성별과 주 회 과식이 영향을 주는 요2-3

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의 체지방률에 대한 설명력은

이다 총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 회 음21.8% . 4-6

주 세 성별 및 수축기 혈압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 51-60 ,

들의 총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력은 이고 에는25.9% LDL

세와 미혼이 과 중성지방에는 성별이 영향을 주는51-60 , HDL

요인들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의 및 중성지방LDL, HDL

에 대한 각각의 설명력은 및 이었다 또한12.4%, 5.4% 19.2% .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energy nutrients and body fat, serum lipids and CRPㆍ

Nutrients
Body Fat TC LDL HDL Tri CRP

Coefficient(p) Coefficient(p) Coefficient(p) Coefficient(p) Coefficient(p) Coefficient(p)

Energy 0.11(.909) 0.04(.714) 0.21(.829) -0.14(.151) 0.11(.251) 0.02(.862)
Vegetable protein 0.01(.930) 0.01(.963) 0.01(.893) -0.12(.217) 0.09(.326) -0.02(.876)
Animal protein 0.07(.493) 0.05(.573) 0.06(.542) -0.06(.519) 0.04(.670) -0.01(.883)
Vegetable fat 0.06(.564) 0.05(.619) 0.04(.650) 0.01(.892) 0.02(.803) -0.03(.788)
Animal fat 0.09(.367) 0.04(.649) 0.04(.695) -0.06(.560) 0.05(.586) 0.01(.947)
Cholesterol 0.03(.769) 0.02(.807) 0.03(.765) -0.01(.972) 0.01(.965) 0.02(.840)
Carbohydrate 0.03(.768) 0.01(.887) -0.01(.992) -0.18(.059) 0.12(.174) -0.02(.861)
Fiber 0.00(1.00) -0.07(.481) -0.05(.572) -0.03(.751) -0.03(.772) -0.05(.581)
CRP 0.01(.963) 0.05(.573) 0.05(.619) 0.04(.649) 0.02(.807) 1

TC : Total cholesterol, LDL : Low-density lipoprotein, HDL : High-density lipoprotein, Tri : Triglyceride, CRP: C-reactive protein

<Table 3> Distribution of serum lipids and CRP by characteristics

Variables
TC LDL HDL Tri CRP

t or F(p) t or F(p) t or F(p) t or F(p) t or F(p)

Sex 8.48(.004) 2.27(.134) 3.95(.049) 20.98(.000) 0.002(.961)
Age 2.48(.048) 3.56(.009) 0.40(.809) 0.39(.815) 1.73(.148)
Occupation 0.43(.652) 0.32(.73 ) 0.05(.947) 3.23(.043) 0.06(.940)
Marriage 2.31(.104) 4.46(.014) 0.79(.455) 0.16(.853) 0.59(.556)
Family dz 0.19(.663) 0.64(.424) 0.84(.362) 0.02(.891) 0.29(.592)
S BP 6.99(.009) 3.89(.051) 0.78(.381) 6.83(.010) 0.96(.331)
D BP 7.44(.007) 3.37(.069) 0.00(.995) 5.34(.023) 1.89(.172)
Sleep 3.35(.039) 3.37(.038) 0.10(.910) 0.64(.529) 0.07(.926)
Breakfast 1.74(.163) 1.95(.126) 2.17(.095) 2.30(.081) 3.60(.016)
Snack 0.30(.823) 0.08(.969) 0.35(.787) 0.68(.566) 0.16(.923)
Exercise 0.68(.610) 1.22(.306) 0.68(.607) 0.66(.619) 0.30(.876)
Smoking 1.95(.165) 1.03(.313) 3.95(.050) 4.40(.038) 0.45(.504)
Drinking 3.41(.020) 2.37(.075) 0.25(.860) 2.16(.098) 0.84(.474)
Meal 0.01(.920) 0.89(.348) 0.21(.648) 1.56(.213) 5.89(.017)
Meal speed 2.18(.118) 1.83(.166) 0.22(.804) 1.25(.292) 7.06(.001)
Overeating 1.61(.205) 0.44(.646) 1.82(.166) 10.44(.000) 0.23(.790)
Eating out 0.24(.786) 0.13(.879) 0.13(.879) 0.24(.791) 1.25(.290)

TC : Total cholesterol, LDL : Low-density lipoprotein, HDL : High-density lipoprotein, Tri : Triglyceride, CRP: C-reactive protein
dz : disease, S BP : Systolic Blood Pressure, D BP : Diastolic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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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 회 아침식사와 하루 번 식사가 통계적으로CRP 1-3 2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의 CRP

에 대한 설명력은 이었다12.68% .

논 의

본 연구에서 는 성별 기혼 외식 횟수 및 나이 세 이BMI , , (61

상에 체지방률은 성별과 과식횟수에 의해 통계적으로 유의) ,

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률을

지표로 사용하여 비만에 영향하는 요인들 중 교정 가능한 요

인들을 살펴보면 외식횟수나 과식횟수와 같은 식습관이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들 (Sung & Shin,

에서 비만의 요인들로 흔히 언급되는 흡연2003; Yun, 2002) ,

음주 운동 및 영양 섭취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만에 영향하는 요인으로서 흡연과 음주는 연구들.

간에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와Cho, Lee, Oh Kim

의 연구에서 흡연과 음주는 비만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2003)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에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운동.

은 다른 연구과 달리 비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가. BMI

이상인 위험체중 이상인 그룹에 속하는 명 중 명의23.0 57 45

대상자가 이미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있어 운동에 의

한 비만정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등 의 연구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Shimokata (1989)

체중이 증가하나 세 이후 다시 체중이 감소한다고 보고하60

였고 이는 본 연구에서 세 이상의 연령이 비만에 영향하였61

다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세 이상의 대상자가 명으로 매우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하61 3 ,

게 나왔다할지라도 이 대상자들이 이 그룹의 대표성을 띌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비만을 낮추기 위.

해서는 외식과 과식의 횟수를 줄일 것을 적극 추천한다.

본 연구결과 혈청지질들 중 총콜레스테롤은 음주횟수주, (

회 나이 성별 및 수축기 혈압에 유의한 영향을 받4-6 ), (51-60),

았으며 은 나이 와 미혼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LDL (51-60)

것으로 나타났고 과 중성지방은 성별에 유의한 영향을HDL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청 지질에 혈압 음주 및 흡연. ,

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과 의 연구 운동이Jin Kim (1995) ,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와 의 연Park, Sung, Bae Lee (2003)

구 및 와 나이가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한 등BMI Kook

의 연구들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 변수(1997) .

중 흡연은 등 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혈청지질과Park (2003)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 결과하는 일치하였다 운동이 본 연구에서 혈청지질에.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obesity, serum lipids and CRP

Variables β S.E R2 F p

BMI
Sex
Married
Eating out(4 /w)
Eating out(2-3/w)
Age(61 )

-3.11
2.03
3.63
2.55
4.10

0.52
0.62
0.93
0.55
1.84

.290

.061

.061

.050

.026

40.95
10.90
9.94
7.54
4.95

<.0001
.001
.002
.007
.028

Body fat
Sex
Overeating(2-3/w)

4.84
3.45

0.99
1.05

.161

.057

20.14
7.52 <.0001

.007
Total Cholesterol
Drink(4-6/w)
Age(51-60)
Sex
S BP

45.00
27.32
-10.14
27.37

16.49
7.85
6.05
12.72

.090

.082

.059

.028

10.77
10.72
8.17
4.33

.0014

.0014

.0051

.0400
LDL
Age(51-60)
Unmarried

20.85
27.54

6.45
13.81

.096

.028
11.51
3.98

.0010

.0487
HDL
Sex 5.42 2.28 .054 5.65 .0194

Triglyceride
Sex -88.08 18.06 .192 23.79 <.0001

CRP
Breakfast(1-3/w)
Meal(2/d)

0.06
0.03

0.02
0.01

.0831

.0437
9.52
5.20

.0026

.0246
BMI : Body Mass Index, S BP : Systolic Blood Pressure, LDL : Low-density lipoprotein, HDL : High-density lipo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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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만과 마찬가지로 혈청

지질들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이미

운동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은 미혼의 결혼 상태에 의해 유의하. LDL

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미혼이 외모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체중의 변화 없이 혈청지질만 변화되는 마른 비만과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 상태와 비만

이나 혈청지질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개변수들을 통제하

지 못해 자료를 활용하는데 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

료되며 중개변수들을 통제하고 결혼 상태와 비만 혈정지질ㆍ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혈청지질과 비만과의 관계는 거의 대부분의 문헌에

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따로 분석하지 않았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혈청지질을 유익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음주횟수를 줄이고 혈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최근 심혈관계 질환의 예측인자로 보는, CRP

는 아침식사 여부와 일 식사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1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의 연구에서 는. Son (2002) CRP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지단백질 백혈구 체질량 지수와 유의, , ,

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혈압 흡연 성병 연령등과는 유의한, , ,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나타나 일반적 특성이나 생활습

관들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일

부 일치하였다 그러나 흡연 및 체지방이 에 영향. , BMI CRP

한다는 와 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Lee, Han, Cho Park (2004)

게 나타났다 흡연은 연구들 간에도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변.

수이고 선행연구들에서 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비CRP

만과 혈청지질들은 본 연구에서 모두 에 통계적으로 유CRP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상인에.

서 심혈관계질환의 예측인자로 증가된 를 이상CRP 0.22 /㎎㎗
으로 보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 가 평(Lee et al., 2004), CRP

균 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매우 낮은0.026 / CRP㎎㎗
정도를 보여 비만이나 혈청지질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를 개선하기. CRP

위해서는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루 끼의 식사를 모두3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열량 영양소 섭취가 비만 혈청지,ㆍ
질 및 변수들에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CRP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량 영양소 섭취가 타당도 검. ㆍ
증을 받은 식이섭취 빈도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으나 이 조

사가 쉽게 장기간 식이섭취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난 일년간 섭취한 음식을 회상하여 산출하였으

므로 대상자가 실제 섭취량보다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식이섭취 조사를 통한 영양소 분석.

과 이들 영양소와 비만 혈청지질 및 간에 관계를 규명, CRP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 혈청지질 및 를 파악하고 이에, CRP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한 일개 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성인들 중

연구에 참여할 것을 수락하고 설문에 충실히 응해주며 CRP

가 초과한 대상자는 제외하여 명을 편의 표출하였1 / 115㎎㎗
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동안 자가 보고식. 2007 9 1 2007 12 31

설문지와 검진결과를 토대로 자료 수집하였다 연구변수로는.

일반적 특성 생활습관 식습관 영양소 섭취 비만지표로, , , , BMI

와 체지방률 혈청지질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LDL, HDL,

및 를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CRP . SAS program

여 서술적 통계를 구하였고 ANOVA, Chi-square test, Pearson

및 을 시행하였다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

본 연구결과 비만은 성별 기혼 외식횟수 및 나이 세 이, , (61

상에 영향을 받았으며 혈청지질은 음주 성별 나이 미혼 및) , , ,

수축기 혈압에 영향을 받았고 는 아침식사 횟수와 일CRP 1

식사횟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비만 혈청지질 및 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규명, CRP•

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식이섭취 분석을 위한 도구 개발과•

이를 활용한 비만 혈청지질 및 에 영향하는 영양소들, CRP

규명을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건강증진을 위해 외식과 과식 줄이기 음주와 지방 섭취 감소,

및 하루 세끼 식사유지 등의 습관 개선 유지를 추천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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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Lifestyle and Nutrients
on Obesity, Serum Lipids and C-Reactive Protein for Adults

Park, Hyo Mi1) Ha, Na Sun1)

1)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oil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redictors of obesity, serum lipids and CRP in Korean
adults. The predictors of obesity and serum lipids were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life style, eating habit
and nutrients. The predictors of CRP were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life style, eating habit, nutrients,
obesity and serum lipids. Method: 115 subjects who had visited the health examination center at a hospital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analysed with descriptive analysis, ANOVA, Chi-square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 Sex, married, eating out (4 /w), eating out (2-3/w) and age (61 )≤ ≤
were anticipated variable on BMI (R2=0.488). Sex and overeating (2-3/w) were anticipated variable on body fa
t(R2=0.218). Drink (4-6/w), age (51-60), sex, vegetable fat and Systolic BP were anticipated variable on total
cholesterol (R2=0.217). Age (51-60), vegetable fat and unmarried were anticipated variable on LDL (R2=0.180).
Sex was anticipated variable on HDL and Triglyceride (R2=0.054, 0.192). Breakfast (1-3/w) and meal (2/d) were
anticipated variable on CRP (R2=0.1268).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decreasing eating out and overeating might
be important to prevent obesity. It is thought that decreasing drinking and fat eating might be important to
improve serum lipids. It is thought that eating breakfast might be important to decrease C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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