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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MS) and characteristics of nutrient 
intake in MS subjects by gender and age. The subjects were 957 (447 men and 510 women) who visited medical center 
for regular medical check-up. The diagnosis of MS subjects was adapted from NCEP-ATPⅢ with blood glucose, cho-
lesterol, triglycerides, and blood pressure and Aisa-Pacific definition with waist-circumference.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measurements were practiced, then the nutrient intake analysis was assessed through the 24-hour recall 
method. The MS prevalence of all subjects was 10.3% in average -17% in men and 4.5% in women, respectively. The 
energy intake in MS group was 2047.1 kcal and 1699.5 kcal for normal group, showing significantly higher in MS com-
pared to normal subjects. For intakes of animal fat, cholesterol, and sodium, MS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rmal group. In respect of gender, men subjects of MS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nutrient intakes than normal 
group for energy, fat, and cholesterol. Women subjects of MS group showed higher intakes for energy, carbohydrate, 
and protein. For 30s, MS group showed higher intakes of energy, animal fat, and cholesterol than normal group. Fat and 
cholesterol for 40s and energy, carbohydrate, vegetable fat for 50s, MS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takes than 
normal group. In summary, MS group showed higher intakes of energy, animal fat, cholesterol, and sodium than normal 
group. (Korean J Nutr 2008; 41(6): 510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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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증후군은 인슐린저항성, 고혈당증, 고혈압, 복부비만, 

혈중 지질의 상승 등 심혈관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들이 동

시에 발현되는 질환이다. 과거에 인슐린저항성증후군 또는 

syndrome X로 불리어졌으며,1) 인슐린저항성과 더불어 비

만 등이 주요한 기저 원인으로 당뇨, 고혈압, 이상지혈증, 복

부비만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이룬다.2,3) 2001년 미국의 제 

3차 콜레스테롤 관리지침 (NCEP-ATPⅢ, the new Na-
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guidelines, Adult 

Treatment Panel Ⅲ)4) 미국 NHANESⅢ (The Third Na-

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에서는 

미국인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평균 23.7%로 보고하였

다.5) 특히 최근에는 동양의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하여 대사질환의 이환률도 높

은 것으로 보고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6) 현재 한국에

서 대사증후군의 발생률은 1998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

탕으로, NCEP-ATPⅢ4)기준 및 WHO 아시아-태평양비

만 기준 (Asia-Pacific)을 적용했을 때 남자 20.1%, 여자 

23.9%로 나타났다.7) 대사증후군은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대사증후

군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심혈관계 질환 및 만성 질환

이 유발되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생활양식 및 식생

활이 서구화 되어 영양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양

불균형이 가속화되면서 비만, 심혈관질환, 당뇨, 고혈압 등

과 같은 성인병이 급격한 증가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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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열량 섭취로 비만인구가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 

섭취의 증가양상은 서구화된 식생활의 결정적인 특성이다. 

전통적으로 쌀을 주식으로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는 우리나

라는 최근 30년 동안 탄수화물 에너지비는 감소한 반면 단

백질과 지방의 에너지 비가 증가추세에 있다.8) 영양소 섭취

상태와 만성질환 유병률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

적으로 발표되는 가운데 특히, 대사증후군과 식생활의 밀접

한 연관성을 보고되고 있다.9) Park 등의 연구10)에서는 지

방과 탄수화물 섭취가 대사증후군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

난다고 보고했으며, Freire 등11)은 지방산 종류를 달리했을 

때 상반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 최근에는 고

탄수화물 식사가 인슐린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고중성지방혈

증과 저 HDL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2) 

그러나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영양섭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운데서도 연구 대상이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한정되

어 있어 각 연령층과 성별에 따른 영양섭취 상태를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 성인에 

있어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알아보고, 식이 섭취 실태와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사증후군 대상

자들의 성별, 연령별에 따른 영양소 섭취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연 구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소재 대학 병

원 종합 건진 센터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수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으로 현재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였다. 2001년 

NCEP-ATPⅢ4)에서 제시한 대사증후군 진단기준과 Asia- 

Pacific 기준6)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대사증후군 위험요소 기

준을 설정하였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소가 한 개도 없는 대상

자를 정상군 (Control) (858명; 남자: 371명, 여자: 487명)

으로 하고, 위험요소 3가지 이상을 가진 99명 (남자: 76명, 

여자: 23명)을 대사증후군 대상자 (MS: Metabolic Synd-
rome)로 하였다. 

① Waist Circumference ≥ 90 cm (Men) 

Waist Circumference ≥80 cm (Women) 

② Fasting Plasma Glucose ≥ 110 mg/dL 

③ Triglyceride ≥ 150 mg/dL 

④ HDL-Cholesterol ＜ 40 mg/dL (Men) 

HDL-Cholesterol ＜ 50 mg/dL (Women) 

⑤ Blood Pressure ≥ 130/85 mm/Hg 
 

일반사항 및 식이섭취 조사 
식이 섭취 조사는 24시간 회상법을 사용하여 조사 전날 

아침 기상부터 취침할 때까지 1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식

사와 간식을 포함하여 섭취한 모든 음식의 종류와 그에 따

른 각각의 식품재료의 종류와 분량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

자와 식이 섭취 조사는 숙련된 영양사의 개별 면담으로 이

루어졌으며, 미리 준비한 모형을 제시하여 섭취한 음식의 양

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이 섭취량 결과는 

영양평가 프로그램 CAN-Pro 3.013)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 
키와 체중은 검사 당일 가벼운 옷만 입고 신체 자동 계측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체질량 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

하였다. 혈액 채취는 조사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14시간 이상 금식한 후, 상온에 10분간 방치 후 원심

분리기 (Beckman GS-6)을 이용하여 3,000 rpm으로 10

분간 혈청을 분리하고 혈청자동분석기 (HITACHI 7600- 

11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조사 자료의 통계처리는 Statistical Pack-

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package 12.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령별 영양소 섭취량 비교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

해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상군과 대사증후군 환자군의 

신체계측, 혈액성분, 영양소섭취량 차이는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실시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결     과 
 

대사증후군 유병률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기 위하여 정상

군과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비율 분포를 살펴보았다 (Table 

1). 전체대상자 957명 중 대사증후군 대상자는 99명으로 

유병률 10.3%를 나타냈다. 남자대상자는 447명 중 76명으

로 17%, 여자대상자는 510명 중 23명으로 4.5%의 대사증

후군 유병률을 나타냈다. 
 

신체계측 및 혈액성분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정상군 39.0세, 대사증후군 42.8

세로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 신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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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 대사증후군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중은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BMI의 경우 정상군 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

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Table 2). 혈액성분 분포는 혈

당 (p < 0.001), 중성지방 (p < 0.001), 이완기혈압 (p < 0.05)

에서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에게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혈중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정상군보다 대

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p < 

0.001). 
 

전체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특성 
조사 대상자들을 정상군과 대사증후군으로 나누어 영양

소의 섭취 상태를 비교한 결과, 총열량 섭취량은 정상군 

1699.5 kcal보다 대사증후군이 2047.1 kcal로 유의적으

로 높았다 (Table 3) (p < 0.01).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정상

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동물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대상자들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

다 (p < 0.01). 미량영양소섭취에서는 나트륨의 섭취가 정

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대상자들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p < 0.05).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특성  
성별에 따른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특성은 Ta-

ble 4와 같다. 남자 대상자의 총열량 섭취에서 정상군과 대

사증후군 각각 1734.7 kcal, 2067.1 kcal를 섭취하여 정상

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다 (p < 0.001). 지방 (p < 0.05)과 콜레스테롤 (p < 

0.001) 섭취량도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의

적으로 높았다. 한편 여자대상자는 총열량, 탄수화물, 단백

질섭취량에 있어서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 < 0.01). 그러나 지방이나 콜레스

테롤 섭취량은 정상군과 대사증후군 대상자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에 따른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특성  
정상군과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연령별 영양소 섭취 특성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30대는 총열량의 섭취가 정상군은 

1701.8 kcal, 대사증후군은 2085.5 kcal로 정상군보다 대사

증후군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보였다 (p < 0.01). 동물

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에서도 대사증후군 대상자가 정상군보

다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다. 40대에서도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량에서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다 유

의적으로 높아 30대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50대도 총

열량, 탄수화물, 식물성지방, 다가불포화지방산에서 정상군보

다 대사증후군 대상자가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를 보였다. 특

히 50대는 정상군과 대사증후군 대상자의 탄수화물 섭취를 

비교했을 때,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탄수화

물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p < 0.01). 

Table 2. Anthropometric variables and serum profile and blood pressure of the subjects 

Men Women 
Variables 

Control (n = 371) MS (n = 76) Control (n = 487) MS (n = 23) 

Age (year) 039.8 ±0 7.2 041.8 ± 007.9*** 038.3 ± 07.4 045.9 ±0 7.6*** 
Hight (cm) 171.9 ± 07.5 171.7 ± 005.5*** 159.6 ± 05.4 158.7 ± 05.9*** 
Body weight (kg) 068.0 ± 07.6 081.6 ± 010.3*** 053.6 ±0 5.6 067.9 ± 11.7*** 
BMI 023.0 ± 02.2 027.7 ± 003.0*** 026.8 ± 03.3 021.3 ± 02.4*** 
Waist (cm) 080.3 ± 05.3 093.3 ± 006.8*** 070.4 ± 04.7 085.2 ± 07.8*** 
% Body fat 014.2 ± 04.1 022.5 ± 005.5*** 015.1 ±0 3.6 023.0 ± 06.7*** 
Muscle (kg) 050.5 ± 05.5 055.4 ± 005.9*** 036.0 ± 03.6 042.0 ± 03.9*** 
Glucose(mg/dL) 091.8 ± 07.1 113.4 ± 035.7*** 088.5 ± 07.2 111.3 ± 36.2*** 
Triglyceride (mg/dL) 084.5 ± 29.5 251.1 ± 126.3*** 062.6 ± 23.4 215.3 ± 72.8*** 
Total-cholesterol (mg/dL) 187.7 ± 29.7 206.7 ± 031.1*** 179.0 ± 29.2 203.4 ± 43.2*** 
LDL-cholesterol (mg/dL) 094.8 ± 21.9 106.1 ±0 24.9*** 084.3 ± 21.9 105.4 ± 29.6*** 
HDL-cholesterol (mg/dL) 055.6 ± 10.5 041.5 ± 008.4*** 063.8 ± 10.9 043.6 ±0 5.4*** 
Systolic BP (mmHg) 120.4 ± 10.5 133.3 ± 013.4*** 113.3 ± 11.3 132.1 ± 11.1*** 
Diastolic BP (mmHg) 071.2 ± 07.1 083.7 ± 010.9*** 068.4 ±0 8.3 082.5 ± 10.2*** 
 
*: p < 0.05, **: p < 0.01, ***: p < 0.001 by student t-test 
1) Mean ± S.D.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1.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of the subjects 
N (%)

 Total Control MS 

Men 447 (046.7) 371 (83.0) 76 (17.0) 
Women 510 (053.3) 487 (95.5) 23 (04.5) 

Total 957 (100.0) 858 (89.7) 99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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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의 유병률과 대사증후군 대상자

의 영양소 섭취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성별과 연령별에 따라

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2001년 미국의 NHANESⅢ5)자료에 

의하면, NCEP-ATPⅢ4) 진단기준으로 도시지역 8814명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전체 23.7% (남성 24%, 여성 23.4 

%)라고 하였으며, 인종과 성별에 따라 20~35%의 유병률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

율이 10.3% (남자: 17%, 여자: 4.5%)로 나타나 30세 이상 

대상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남자 32.9%, 여자 31.8%로 

보고되었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나8) Kwon 등14)

이 보고한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 24.8% (남자 

17.6%, 여자 30.0%)과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유병률을 나타

냈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평소 본인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 건강 검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한 집단

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검진 수진자를 대상자로 

연구한 Park 등15)의 연구에서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10.9% 

(남자 9.8%, 여자 12.4%)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

Table 3. Daily nutrient intakes of the subjects 

Variables Control (n = 858) (Men = 371, Women = 487) MS (n = 99) (Men = 76, Women = 23) 

Energy (kcal) 1699.5 ± 0294.2 2047.1 ± 0205.0*** 
Carbohydrate (g) 0248.4 ±00 50.8 0297.6 ± 0045.7*** 
Protein (g) 0071.2 ± 0014.4 0086.9 ± 0012.9*** 

Animal protein 0034.3 ± 0011.7 0042.3 ± 0012.0*** 
Vegetable protein 0036.9 ± 0009.5 0044.6 ± 0008.0*** 

Fat (g) 0048.5 ± 0013.5 0063.9 ± 0014.1*** 
Animal Fat 0024.0 ± 0010.2 0034.0 ± 0012.6*** 
Vegetable Fat 0024.6 ± 0009.0 0029.9 ± 0009.3*** 

Cholesterol (mg) 0286.9 ± 0159.5 0301.7 ± 0133.8*** 
Total fatty acid (g) 0029.2 ± 0010.4 0035.9 ± 0010.7*** 
SFA (g) 0009.4 ± 0004.2 0011.5 ± 0004.2*** 
MUFA (g) 0010.5 ± 0004.3 0013.1 ± 0004.1*** 
PUFA (g) 0009.2 ± 0003.4 0011.4 ± 0003.6*** 
Calcium (mg) 0616.5 ± 0204.6 0636.5 ± 0190.5*** 

Animal Ca 0255.9 ± 0164.9 0237.8 ± 0142.2*** 
Vegetable Ca 0360.6 ± 0117.6 0398.6 ± 0123.4*** 

Phosphorous (mg) 1046.3 ± 0226.1 1181.2 ± 0200.2*** 
Iron (mg) 0013.8 ± 0003.0 0016.1 ± 0002.8*** 

Animal Fe 0003.0 ± 0001.3 0003.4 ± 0001.1*** 
Vegetable Fe 0010.9 ± 0003.2 0012.7 ± 0002.7*** 

Sodium (mg) 4390.7 ± 1103.2 4843.8 ± 0879.6*** 
Potassium (mg) 2751.6 ± 0636.2 2971.0 ± 0651.5*** 
Zinc (mg) 0008.4 ± 0002.0 0010.1 ± 0002.3*** 
VitaminA (μg RE) 0869.6 ± 0434.1 0853.8 ± 0327.6*** 
Retinol (μg) 0113.8 ± 0101.3 0100.4 ± 0049.2*** 
β-carotene (μg) 4332.3 ± 2530.7 4466.9 ± 2053.4*** 
Thiamin (mg) 0001.2 ±000 0.3 0001.4 ± 0000.3*** 
Riboflavin (mg) 0001.2 ± 0000.3 0001.3 ± 0000.3*** 
Vitamin B6 (mg) 0002.1 ± 0000.6 0002.4 ± 0000.7*** 
Niacin (mg) 0015.8 ± 0003.9 0018.8 ± 0004.0*** 
Vitamin C (mg) 0095.7 ± 0040.3 0087.1 ± 0034.0*** 
Folic acid (μg) 0262.2 ± 0087.6 0296.6 ± 0094.4*** 
Vitamin E (mg) 0013.2 ± 0005.4 0014.7 ± 0004.8*** 
Fiber (g) 0006.8 ± 0002.0 0006.9 ± 0001.7*** 
 
*: p < 0.05, **: p < 0.01, ***: p < 0.001 by student t-test 
1) Mean ± S.D.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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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0%가 3, 40대로 구성되어있어, 우리나라 전지역의 전국

민 또는 40대 이상 장, 노년층으로 구성된 선행연구들8,14)보

다 유병률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조사대

상자들과 연령 분포과 비슷한 3, 40대 남자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Yoon 등의 연구16)에서도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11.7%

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유사한 유병률을 나타냈다. 

대사증후군과 식사요인과의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 고열량, 고지방의 섭취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증

가시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17) 

Chen 등18)의 연구에서는 지방을 30%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열량, 지방의 과잉 섭취가 비만도를 증

가시키고, 혈중지질농도를 높여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높

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섭취의 연구

는 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Warendjöc 등19)의 연

구에서는 동물성 지방 과잉 섭취 뿐 아니라 포화지방산 섭

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여 지방과 포화지방을 줄이는 식사

를 실천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되

었음을 보고하면서,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고 다가 불포

화지방산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지방섭취를 조사하여 인

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관계를 살펴본 Riccardi20)연

구에서도 고열량, 고지방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

다고 보고하며 있으며, 열량 밀도를 낮추고, 포화지방을 단

Table 4.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s between control and metabolic syndrome subjects by gender 

Men Women 
Variables 

Control (n = 371) MS (n = 76) Control (n = 487) MS (n = 23) 

Energy (kcal) 1734.7 ± 288.1 2067.1 ± 213.1*** 1672.6 ± 296.20. 1981.2 ± 162.6** 
Carbohydrate (g) 0256.1 ± 051.3 0297.9 ± 049.2*** 242.5 ± 049.60 0296.7 ± 032.8** 
Protein (g) 0072.8 ± 014.2 0089.0 ± 013.2*** 069.9 ± 014.50 0080.0 ± 008.8** 

Animal protein 0034.9 ± 012.2 0044.8 ± 011.6*** 033.7 ± 011.40 0034.0 ± 009.5** 
Vegetable protein 0037.8 ± 009.2 0044.2 ± 008.0*** 036.2 ± 009.60 0046.2 ± 008.1** 

Fat (g) 0047.3 ± 012.3 0066.7 ± 013.5*** 049.5 ± 014.20 0055.0 ± 012.4** 
Animal fat 0024.2 ± 010.0 0036.8 ± 012.2*** 023.7 ± 010.30 0025.0 ± 009.4** 
Vegetable fat 0023.1 ± 008.0 0029.9 ± 009.2*** 025.8 ± 009.60 0030.0 ± 009.8** 

Cholesterol (mg) 0278.5 ± 155.3 0310.7 ± 132.6*** 293.3 ± 162.25 0272.1 ± 136.4** 
Total fatty acid (g) 0030.2 ± 010.4 0037.0 ± 010.8*** 0028.5 ± 010.400 0032.4 ± 010.0** 
SFA (g) 0009.6 ± 004.3 0011.9 ± 004.0*** 0009.3 ± 004.100 0010.4 ± 004.7** 
MUFA (g) 0011.1 ± 004.3 0013.7 ± 004.1*** 010.2 ± 004.10 0011.3 ± 003.7** 
PUFA (g) 0009.5 ± 003.3 0011.6 ± 003.6*** 009.0 ± 003.50 0010.7 ± 003.3** 
 
*: p < 0.05, **: p < 0.01, ***: p < 0.001 by student t-test 
1) Mean ± S.D.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5. Comparison of nutrient intakes between control and metabolic syndrome subjects by ages 

Ages 30-39 40-49 50-59 

 Control (n = 423) MS (n = 37) Control (n = 287) MS (n = 35) Control (n = 69) MS (n = 24) 

Energy (kcal) 1701.8 ± 286.1 2085.5 ± 194.5** 1709.6 ± 284.7 2041.7 ± 234.9* 1722.8 ± 314.2 2007.6 ± 176.5** 
Carbohydrate(g) 0246.1 ± 049.2 0296.9 ± 049.9** 0254.6 ± 048.8 0302.2 ± 048.5* 0257.8 ± 059.7 0294.0 ± 033.3** 
Protein (g) 0070.8 ± 014.2 0089.4 ± 012.2** 0071.7 ± 014.1 0085.2 ± 012.9* 0073.4 ± 014.2 0085.4 ± 013.9** 

Animal protein 0034.9 ± 011.9 0045.9 ± 012.3** 0032.9 ± 010.9 0039.3 ± 011.4* 0034.6 ± 011.3 0041.8 ± 011.2** 
Vegetable protein 0035.8 ± 009.1 0043.5 ± 007.8** 0038.8 ± 009.7 0045.8 ± 008.7* 0038.8 ± 009.7 0044.6 ± 007.8** 

Fat (g) 0049.9 ± 013.0 0069.5 ± 013.0** 0046.5 ± 012.6 0062.3 ± 013.8* 0045.7 ± 013.3 0058.9 ± 013.6** 
Animal fat 0024.8 ± 010.0 0038.3 ± 013.1** 0022.5 ± 009.7 0033.3 ± 013.2* 0022.4 ± 009.6 0029.1 ± 008.5** 
Vegetable fat 0025.1 ± 008.9 0031.2 ± 008.9** 0024.0 ± 008.8 0029.0 ± 007.5* 0023.4 ± 007.8 0029.8 ± 012.4** 

Cholesterol (mg) 0288.4 ± 161.1 0295.0 ± 126.6** 0278.5 ± 159.7 0307.9 ± 138.2* 0266.6 ± 148.3 0309.3 ± 143.4** 
Total fatty acid (g) 0030.4 ± 010.5 0037.8 ± 012.4** 0028.1 ± 010.4 0034.3 ± 009.3* 0027.4 ± 010.2 0034.8 ± 009.1** 
SFA (g) 0010.1 ± 004.2 0012.4 ± 004.8** 0008.7 ± 004.1 0010.8 ± 003.8* 0008.5 ± 004.1 0011.2 ± 003.7** 
MUFA (g) 0011.0 ± 004.3 0014.0 ± 004.7** 0010.1 ± 004.1 0012.5 ± 003.6* 0009.7 ± 04.0 0012.3 ± 003.6** 
PUFA (g) 009.4 ± 003.4 0011.3 ± 004.1** 0009.2 ± 003.5 0011.1 ± 003.4* 0009.2 ± 03.3 0011.9 ± 002.8* 
 
*: p < 0.05, **: p < 0.01, ***: p < 0.001 by student t-test 
1) Mean ± S.D.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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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불포화지방산 또는 다가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할 것을 권

고하였다. 최근에는 지방의 질이 양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

을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데 관상동맥질환을 가진 환자

에게 1일 평균 1 g의 n-3 지방산의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

였다.21)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22)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1일 

300 mg으로, NCEP-ATPⅢ4)에서는 1일 200 mg 이하로 

제한하는 식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식이 콜레스테롤 섭취

가 포화지방보다는 혈청콜레스테롤에 적은 영향을 미치지만 

과량 섭취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킨다고 보고되

고 있다.23) 또한 콜레스테롤 섭취 증가가 당뇨병, 고혈압 및 

관상동맥질환 등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식사내 

콜레스테롤 함량과 혈청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23) Hoffmann 등의 연구24)에서는 나트륨 섭취가 

증가할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높

은 나트륨 섭취와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전통식은 염분의 과량 섭취가 쉬워 상한 섭취량을 초과하는 

대상이 남녀 각각 67.5%, 52.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

는 대사증후군 위험성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25) 나

트륨의 높은 섭취가 전체적인 음식 섭취량을 증가시켜 과식

으로 인한 열량의 과잉 섭취가 동반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나트륨의 과잉 섭취 자체로도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높인

다는 Miller26)의 연구도 이러한 심각성을 지지해 준다. 열량, 

동물성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높은 섭취량이 대사증후

군을 일으키는 식이요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본 연구의 대

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 실태도 이와 유사한 패턴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진다. 

남녀 모두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가 열량을 과잉 

섭취하는 것은 동일했으나, 남자는 대사증후군 대상자에서 

지방, 콜레스테롤 섭취가 높은 반면, 여자는 대사증후군 대

상자에서 탄수화물의 섭취가 높았다. 2005년도 국민건강영

양조사8)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성별에 따른 식품 섭취 실태

를 살펴본 결과, 남자의 다소비식품 4, 5위가 소주, 삼겹살

인 반면 여자의 다소비식품 30위 내에 포함되어있는 식빵, 

아이스크림이 남자에게는 없어 남녀의 뚜렷한 식품섭취 성

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특색은 대사증후군 대

상자들에게서도 나타나 여자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에게서만 

탄수화물섭취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도시지역 남성 직장인의 경우 육류섭취의 빈도가 주 1~2회 

이상이 66.6%를 나타낸 Kim 등27)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특히 본 연구의 80%에 해당하는 3, 40대 남성의 가장 주된 

지방 급원 식품 1, 2위가 돼지고기와 삼겹살인 것으로8) 미

루어 회식을 비롯한 음주 기회와 고지방 안주의 잦은 섭취

로 인한 열량 및 지방의 과잉 섭취가 혈압 및 혈청지질의 농

도를 변화시켜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술자리가 적고, 육류 및 

그 제품의 전반적인 섭취량이 낮아 지방의 섭취가 남자섭취

량 대비 60~70%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8) 지방보다 

탄수화물의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 Merchant의 연구28)는 은 탄수화물 섭취가 체중 감

소와 함께 이상지혈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

며, Hodgson29)은 고당질 식사에 비해 고단백 식사와 불포

화지방산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혈압 강하와 혈중 지질 

농도 개선 효과가 보다 커서 10년 이내 관상동맥 질환의 발

생위험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여자의 경우 대사증후군 

예방으로 저탄수화물 섭취를 권고할 수 있겠다. 

서구에서 지방의 과잉섭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과

는 달리, 국내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섭취량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과

섭취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8)

에 의하면 2001년에 비해 전체 열량 섭취가 40 kcal증가했

으며, 지방 섭취도 4.4 g으로 현저한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1969년 이래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한 후 최초로 

지방의 에너지기여비율이 20%를 초과할 만큼 한국의 식습

관은 서구화되어 지방섭취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

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는 연령에 따라서 영양소 섭

취실태를 살펴본 결과, 3, 40대에서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

군 대상자들이 지방, 동물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에서 유의적

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다. 반면에 50대는 정상군에 비해 

대사증후군이 열량, 탄수화물, 식물성지방에서 유의적으로 높

은 섭취를 나타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입맛이 서구화되어 지

방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통적 식습관이 현대적 식습

관으로, 채소나 과일의 섭취보다 패스트푸드, 고지방식이 섭

취로의 변화가 원인으로 사료된다. Esposito의 연구30)에서는 

탄수화물이 적고, 단일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사

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열량 섭취를 줄이는 

것 뿐 아니라 젊은 연령층은 지방의 섭취량을, 연령이 증가할

수록 탄수화물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대사증후군을 예방

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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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섭취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1)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남자 17%, 여자 4.5%로 전체 

평균 10.3%를 나타냈다. 

2)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정상군 39.0세, 대사증후군 

42.8세였으며, BMI는 정상군 22.5 kg/m2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등이 27.5 kg/m2로 대사증후군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혈당, 중성지방, 이완기 혈압에서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01). 

3) 영양소 섭취에서 열량은 정상군 1699.5 kcal보다 대

사증후군 대상자들이 2047.1 kcal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p < 0.001), 동물성지방 (p < 0.01), 콜레스테롤 (p < 0.001), 

나트륨 (p < 0.05)의 섭취도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타

냈다. 

4) 성별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의 

특성은 남녀 모두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대상자들의 열량섭

취가 높았다. 남자는 지방 (p < 0.05), 콜레스테롤 (p < 0.01)

에서, 여자는 탄수화물 (p < 0.05), 단백질 (p < 0.05)에서 정

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다. 

5) 연령별에 따라서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의 영양소 섭취

의 특성을 살펴보면 30대는 열량, 동물성지방, 콜레스테롤

에서, 40대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에서, 50대는 열량, 탄수화

물, 식물성지방에서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

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전체대상자의 영양소 섭취 특성은 총열량, 

동물성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에서 정상군보다 대사증후군 

대상자들이 유의적으로 높은 섭취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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