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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ompare energy nutrient intake, health related factors, physical characteristics, blood biochemical 
indices,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odds ratio (OR) of metabolic syndrome based on dietary fat energy ratio. 
Subjects were 1,205 men aged 40~64 years. The average fat intake was 52.8 g.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deficient, normal, excess) based on dietary fat energy ratio. The dietary fat energy rations of the three  groups were 36.9%, 
42.9% and 20.2%, respectively. Energy and protein intake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dietary fat energy ratio 
(p<0.001), whereas carbohydrate intake decreased (p<0.001). In health related factors, amount of smoking alone showed 
increase based on dietary fat energy ratio (p<0.001). In comparing physical characteristics, blood pressure and blood 
biochemical indices, excepting diastolic blood pressure, increased significantly based on dietary fat energy ratio 
(p<0.01~p<0.001). The rate that exceeded criteria in risk factors for metabolic syndrome was higher in the serum triglyceride 
(41.2%) and was lower in the waist circumference (22.2%).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was 37.9%, and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to dietary fat energy ratio (p<0.05). The OR of metabolic syndrome was higher in deficient and excess 
group than in normal group, but it had no relationship between fat energy ratio and metabolic syndrome.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fat intake guidelines for prevention of metabolic syndrome in middle-age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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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2018년이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

게 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a). 중년기는 40세에서 64
세까지를 말하고,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중년인구 또한 

증가하여 2014년 전체 인구의 38.4%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b). 중년기에는 위기감, 조기퇴직과 같은 직장문제

가 대두되며, 위로는 노부모, 아래로는 성인 자녀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

게 된다. 또한 부부간의 성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신체적 노화

가 시작되어 체력이 저하되며, 여러 건강문제가 생기는 시기

이기도 하다(Byun 등 2013; Baek 등 2014).  
최근 식품섭취 패턴의 변화, 운동부족, 스트레스, 음주, 흡

연의 증가로 인하여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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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이 주요 사망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Chung 
CE 2007).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의 위험인자인 복부비만, 
혈압상승, HDL-콜레스테롤의 감소, 중성지방의 증가, 인슐

린 저항성 증가를 복합적으로 보유한 상태를 말한다(Park & 
Park 2008). 우리나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빠르게 증가하

고 있고(Na 등 2010), 2014년 남성이 25.8%로 여성의 19.9% 
보다 높으며, 40대 이후 중장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6c). 그리고 이런 대사증후군 증가에 

최근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식생활이 미치는 영향

이 크다고 생각하여 식사패턴과 식습관 및 식행동, 그리고 

당질,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소와 대사증후군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Yim 등 2004; 
Chung CE 2007; Yoo & Kim 2008; Moon & Kong 2010; Na 
등 2010; Jung 등 2011; Park 등 2012; Lee 등 2014; Jang 등 

2016).  
우리나라 국민의 지방섭취량은 국민영양조사가 처음 시행

된 1969년에 16.9 g에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47.7 
g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년남성의 지방 섭

취량은 40대와 50대에 각각 55.6 g, 45.2 g이었고(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NES) 2013), 지
방 에너지비가 19.7%와 17.1%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권장

비인 15~25% 범위 내에 있었다(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한편, 권장비 미만을 섭취하는 비율은 40대와 50대에 

각각 29.4%, 42.6%로 높게 나타났고, 권장비 이상의 섭취 비

율 또한 27.5%, 19.9%로 나타났다(KNHNES 2013). 지방과 대

사증후군의 관련성 연구에서 대사증후군 그룹에서 정상그룹 

보다 지방 에너지비가 더 낮게 나타났고(Moon & Kong 2010; 
Jung 등 2011; Kim MH 2013), Park 등(2003)은 지방 섭취와 

대사증후군과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NCEP ATP III의 3차 보고서에서는 총 에너지의 35%를 초과

한 지방 섭취는 비만을 촉진하면서 대사적 이상을 초래한다

고 하였다(NCEP 2002). 한편, 지질적정섭취비율(Lee & Kwon 
2010b; Na 등 2010)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유의적인 차

이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대사

증후군 유병과의 관련성을 심도 깊게 알아 볼 필요가 있겠으

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중년

남성의 24시간 회상법 결과를 이용하여 지방 에너지비를 구

하고, 이를 부족군(Deficiency group: DG), 적정군(Moderate 
group: MG), 초과군(Excessive group: EG)의 세 군으로 나누어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에너지

영양소 섭취와 건강관련요인, 신체적 특성, 혈압, 혈액특성 및 

대사증후군 위험요인과 유병률을 비교하고, 지방 에너지비와 

대사증후군 교차비(Odds ratio : OR)를 구하였다. 본 연구결과

는 우리나라 중년 남성의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대사증후군 

유병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이트(https://knhanes.cdc.go.kr)에서 제공하는 원시자료 중 

2012년과 2013년도 시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다운받

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거주지역과, 성별 그리고 연령 집

단에 근거한 층화 다단계 집락 복합표본추출법으로 추출되었

으며, 그 중에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남성 2,092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자료 무응답자 378명, 
혈액검사 전 8시간 공복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51명,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으로 약물을 복용

하거나 치료 중인 사람 852명, 총 887명(중복자 반영)을 제외

한 1,20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지방에너지비의 분류
지방 에너지비는 24시간 회상법 결과에서 도출한 개인별 

지방 섭취량에 9 kcal을 곱한 후 총 에너지 섭취량으로 나누

어 구하였다. 최근 성인의 지방 에너지비의 적정비가 15~30%
로 상향조정되었는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5),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수집 시점에 활용되었던 2010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한 성인의 다량영양소 적정섭취범위

인 15~25%를 기준으로 지방 에너지비가 15% 미만은 부족군, 
15% 이상 25% 미만은 적정군, 25% 이상은 초과군으로 하여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3. 연구내용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소득, 교육수준, 직업, 결혼 여부, 

연령을 이용하였다. 

2) 에너지영양소 섭취량
에너지영양소 섭취량은 24시간 회상 식품섭취 분석 결과

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에너지영양소 에너지비는 당질은 

섭취량에 4 kcal, 단백질은 섭취량에 4 kcal, 지방은 섭취량에 

9 kcal을 곱한 후 총 에너지 섭취량으로 나누어 구하였다.  
 
3) 건강관련 요인
건강관련 요인으로 월간 음주 여부, 현재흡연 여부, 1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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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Items N(%) Mean±SE

Dietary fat 
energy ratio1)

DG(<15%) 457(36.9) 10.5±0.2
MG(15~25%) 507(42.9) 19.1±0.2

EG(>25%) 241(20.2) 31.1±0.5
Total 1,205(100.0) 20.2±0.2

1) DG: Deficiency group, MG: Moderate group, EG: Excessive group

Table 1. Distribution of independent variable균 흡연량,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 1일 평균 수면시간, 스트

레스 인지율을 활용하였다.

4) 신체적 특성, 혈압 및 혈액특성
검진자료 중 신체적 특성으로는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허리둘레를 이용하였다. 혈압은 수

축기 및 이완기혈압 각각 총 3번 측정치 중 2, 3차 평균 측정

치를 활용하였다. 혈액특성으로는 대사증후군 지표인 공복혈

당과 HDL-콜레스테롤, 혈청 중성지방을 이용하였다. 

5) 대사증후군 위험인자의 진단기준
대사증후군은 NCEP-ATP III(NCEP 2002)을 기본으로 하였

고, 복부비만의 기준은 대한비만학회(Lee 등 2007)에서 제시

한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혈당기준은 2003년 미국당뇨학회에

서 제시한 공복혈당장애 기준(Genuth 등 2003)을 사용하였다. 
설정된 기준은 허리둘레는 90 cm 이상인 경우, 수축기 혈압이 

130 mmHg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이 85 mmHg 이상이거나 혈

압조절제 복용 중인 경우, 공복혈당은 100 mg/dL 이상 혹은 

당뇨병약을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 혈청 중

성지방은 150 mg/dL 이상이거나 이상지질혈증약을 복용 중인 

경우, HDL-콜레스테롤은 40 mg/dL 미만인 경우로 하였고, 이
들 5가지 위험인자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대사증후군으

로 진단하였다. 

3. 통계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층화·집락 추출 및 건강 

설문·검진·영양조사의 연관성 가중치를 반영한 복합표본분석방

법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지방에너지비에 따른 분석 시에 

명목과 순위척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었고, 교차분석을 이

용하여 독립성 검정을 하였다. 비율척도는 일반선형모형 분석을 

통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고, 평균값의 차이를 검정하였

다. 독립변수인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에너지영양소 섭취의 특

성 비교 시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교육수준, 
직업, 연령을 보정하였고, 건강관련 요인 분석에서는 이에 에너

지 섭취와 당질, 단백질 섭취량을, 신체적 특성, 혈압, 혈액요인 

분석에서는 흡연량을 추가 보정하였다. 지방 에너지비와 대사증

후군과의 교차비(OR) 분석을 위해서 유의성을 보인 교육수준, 
직업, 연령, 에너지 섭취, 당질과 단백질 섭취, 흡연량, 신장, 체
중, BMI,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공복혈당, HDL-콜레스테롤, 혈
청 중성지방을 보정하여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독립변수의 분포특성
독립변수의 분포를 보면(Table 1) 적정군은 전체의 42.9%

이었고, 부족군은 36.9%이었으며, 초과군은 20.2%를 나타내

었다. 그리고 각 군의 지방 에너지비 섭취율은 부족군은 10.5%, 
적정군은 19.1%, 초과군은 31.1%의 결과는 보였다. 

2. 독립변수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2는 독립변수에 따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이상(39.4%)과 

고졸(37.5%)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소득수준

은 상(26.3%), 중하(25.6%), 하(24.2%), 중상(23.9%) 순으로 모

두 비슷한 값을 보였다.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서는 부족군이 

다른 군에 비해 초등 졸과 중등 졸 비율이 높은 반면, 초과군

은 대학 졸 이상의 비율이 더 높았고, 지방 에너지비와  교육

수준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였다(p<0.001). 그러나 소득

수준에서는 부족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하의 비율이 더 높았

으나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Moon & Kong(2010)은 교육

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낮으며, 
지방의 섭취비율은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

준에서만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직업은 기능원,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종사자(25.6%)가 가장 높았고,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자관련 종사자(21.1%)가 다음을 차지하였다. 지방 에너지

비에 따라서는 부족군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노무종

사자, 무직의 비율이 다른 군에 더 높았다(p<0.001). 결혼 여부

에서는 기혼(96.7%)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세 군 모두 비슷

한 비율을 보였다.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49.11±0.21세이었

고, 부족군(50.94±0.38세)에서 초과군(47.60±0.43세)으로 갈수

록 연령이 적어졌으며(p<0.001),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

방에너지비가 낮아졌다는 Jung 등(2011)의 보고와 일치한다.

3. 에너지영양소 섭취량과 섭취비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에너지와 에너지영양소 섭취량, 그

리고 각 에너지영양소의 섭취비(Cabohydrate : Protein : Fat 
ratio : CPF ratio)는 Table 3과 같다. 1일 에너지 평균 섭취량은 

2,238.86±33.26 kcal였고,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서는 부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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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Items
Dietary fat energy ratio1)

χ2 or 
F value

Total
(N=1,205)DG (N=457) MG (N=507) EG (N=241)

Education level

≤Primary school  77(16.8)2)  49( 9.7)  12( 5.0)

51.404***

138(11.4)

Middle school  73(16.0)  49( 9.7)  19( 7.9) 141(11.7)
High school 169(37.0) 200(39.4)  83(34.4) 452(37.5)
≥College 138(30.2) 209(41.2) 127(52.7) 474(39.4)

Income

Low 128(28.0) 115(22.7)  49(20.4)

10.232

292(24.2)
Middle low 114(24.9) 128(25.3)  66(27.4) 308(25.6)
Middle high 100(21.9) 125(24.6)  63(26.1) 288(23.9)

High 115(25.2) 139(27.4)  63(26.1) 317(26.3)

Occupation

Professionals or technicians  79(17.1) 115(22.7)  60(24.9)

45.671***

254(21.1)
Clerical support workers  41( 9.0)  67(13.2)  41(17.0) 149(12.4)
Salesperson service workers  43( 9.5)  78(15.4)  29(12.0) 150(12.5)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54(11.8)  38( 7.5)  11( 4.6) 103( 8.5)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122(26.8) 132(26.0)  55(22.8) 309(25.6)

Elementary occupations  50(10.9)  34( 6.7)  19( 7.9) 103( 8.5)
Inoccupation  68(14.9)  43( 8.5)  26(10.8) 137(11.4)

Marital status
Married 439(96.1) 493(97.2) 232(96.3)

0.785
1,164(96.7)

Unmarried  18( 3.9)  14( 2.8)   9( 3.7) 41(3.3)

Age (years) 50.94±0.383) 48.80±0.31 47.60±0.43 17.895*** 49.11±0.21
1) DG: Deficiency group, MG: Moderate group, EG: Excessive group
2) Number (%)
3) Mean±SE 
***p<0.001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by dietary fat energy ratio

(2,029.08±38.84 kcal) 보다 초과군(2,538.37±59.34 kcal)에서 

에너지 섭취가 500 kcal 가량 증가하여 지방 에너지비가 증가

할수록 에너지 섭취량 또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p<0.001).    
에너지영양소 섭취량을 살펴보면 당질의 평균 섭취량은 

353.61±5.64 g이었고,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부족군(384.72±7.50 g)에 비해 초과군(325.82±8.93 g)이 50 g 
정도 더 적게 섭취하고 있었다(p<0.001). 반면, 단백질과 지

방의 평균 섭취량은 각각 87.19±1.61 g과 52.85±1.22 g이었

고, 지방 에너지비가 증가할수록 단백질 섭취량은 부족군

(69.32±1.76 g)에서 초과군(108.10±3.24 g)으로 갈수록 함께 

높아졌고, 지방 섭취량 또한 부족군(23.66±0.76 g)에 비해 

초과군(89.19±2.88 g)이 4배 가량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

타나(p<0.001) 당질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지방 섭

취량이 단백질 섭취량과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Jang 등 

2016).
권장되는 에너지영양소 섭취비(CPF ratio)는 55~70% : 7~20% 

: 15~25%인데(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10), 본 연구에서

는 64.24% : 15.53% : 20.23%로  모두 권장 섭취 범위 내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질 에너지비는 지방 에너지비가 

증가할수록 부족군의 75.78%에서 초과군의 51.71%로 크게 감

소하였고, 부족군과 초과군의 경우 적정 섭취 범위를 벗어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단백질 에너지비는 부족군(13.75%)에서 초

과군(17.15%)으로 갈수록 증가하였으나(p<0.001), 모두 적정 

섭취범위 내에 있었다. 지방 에너지비는 부족군, 적정군, 초과

군에서 각각 10.47%, 19.06%, 31.14%로 크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지방 에너지비가 증가할수록 단백질 에너지

비가 함께 증가하는 반면, 당질 에너지비가 감소하는 경향은 

Jang 등(2016)의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4. 건강관련 요인
금연과 적절한 음주, 운동,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생

활습관은 대사증후군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들로 

알려져 있어서(Katano 등 2010) 이들 요인들을 지방 에너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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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etary fat energy ratio2)

χ2 or F-value Total
DG MG EG 

Drinking5) 332(76.6)3) 378(76.7) 185(79.3) 0.713 895(77.2)

Smoking6) 278(58.3) 280(51.9) 138(55.8) 4.007 696(55.0)

Amount of smoking7) 15.78±0.804) 17.74±0.90 19.56±1.31 3.058*** 17.70±0.63

Physical activity more than moderate8) 202(43.8) 234(46.5) 117(48.0) 1.267 553(45.8)

Sleep duration 6.93±0.24 6.68±0.08 6.60±0.19 1.531 6.74±0.13

Mental stress9) 76(20.0) 114(23.7) 57(25.9) 3.596 247(22.8)
1)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occupation, age, energy intake, carbohydrate intake and protein intake in total subjects
2) DG: Deficiency group, MG: Moderate group, EG: Excessive group
3) Number(%)
4) Mean±SE 
5) Drinking: drinking percent more than once a month for a year
6) Smoking: currently smoking percent
7) Amount of smoking: average number of cigarettes for a day in current smoker
8) Physical activity percent more than moderate(included walking): strenuous physical exercise more than 10 minutes at a time for a week, more 

than 20 minutes for a day－more than three times for a week / moderate physical activity more than 10 minutes at a time, more than 30 
minutes for a day－more than five days for a week / walking more than 10 minutes at a time, more than 30 minutes for a day－more than 
five days for a week

9) Mental stress: mental stress  percent 'very much' or 'much' in daily life
***p<0.001

Table 4. Health-related factors by dietary fat energy ratio1)

Variables
Dietary fat energy ratio2)

F-value Total
(N=1,205)DG (N=457) MG (N=507) EG (N=241)

Energy intake (kcal) 2,029.08±38.84 2,149.13±44.48 2,538.37±59.34   9.828*** 2,238.86±33.26

Energy 
nutrient intake

Carbohydrate (g) 384.72±7.50 350.30±7.74 325.82±8.93   4.380*** 353.61±5.64
Protein (g)  69.32±1.76  84.14±2.23 108.10±3.24  16.913***  87.19±1.61
Fat (g)  23.66±0.76  45.71±1.05  89.19±2.88 115.002***  52.85±1.22

Energy 
ratio

Carbohydrate (%)  75.78±0.34  65.25±0.39  51.71±0.76 132.402***  64.24±0.37
Protein (%)  13.75±0.23  15.69±0.29  17.15±0.39  10.165***  15.53±0.21
Fat (%)  10.47±0.20  19.06±0.19  31.14±0.52 258.033***  20.23±0.23

The values are mean±SE
1)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occupation, age in total subjects 
2) DG: Deficiency group, MG: Moderate group, EG: Excessive group
***p<0.001

Table 3. Energy nutrient intake by dietary fat energy ratio1)

에 따라 비교하여 보았다(Table 4). 먼저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은 77.2%로 나타났고,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서는 다른 군

들에서 76%대의 음주율을 보인 반면, 초과군은 79.3%의 더 

높은 음주율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은 없었다. 본 연구

에서의 현재 흡연율은 55.0% 수준이었고, 적정군(51.9%)이 가

장 낮고, 초과군(55.8%), 부족군(58.3%) 순으로 높았으나 유의

적이지는 않았다. 1일 평균 흡연량은 약 18개비 정도이었으며, 

부족군(15.78개비)에서 초과군(19.56개비)으로 갈수록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0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평균 45.8%로 낮았고, 지방 에너지비가 증가할수록 실천율도 

4%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1
일 평균 수면시간은 6.74±0.13시간이었고, 적정군과 초과군에 

비해 부족군(6.93±0.24시간)에서 가장 수면시간이 길게 나타

났으나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스트레스 인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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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etary fat energy ratio2)

F-value Total
(N=1,205)DG (N=457) MG (N=507) EG (N=241)

Anthropometric

Height (cm) 169.38±0.423) 169.36±0.34 170.37±0.70 10.375*** 169.70±0.26

Weight (kg)  69.08±0.75  68.53±0.59  71.09±1.22 6.770***  69.57±0.43

BMI (kg/m2)  24.08±0.25  23.86±0.19  24.39±0.36 2.164**  24.11±0.14

Waist circumference (cm)  83.59±0.66  82.66±0.53  85.82±1.03 2.599**  84.02±0.40

Blood pressure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20.89±1.18 119.88±0.93 121.11±1.62 2.878*** 120.63±0.72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1.09±0.83  80.39±0.68  82.08±1.22 1.662  81.19±0.51

Blood 
biochemical 

indices

Fasting blood sugar (mg/dL) 100.74±1.36  99.08±1.14 102.20±2.75 2.082** 100.67±1.00

HDL-cholesterol (mg/dL)  48.83±0.78  48.90±0.67  46.60±1.23 3.976***  48.11±0.49

Triglyceride (mg/dL) 162.61±8.20 159.37±8.05 171.03±10.92 2.915*** 164.33±4.94

The values are mean±SE
1)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occupation, age, energy intake, carbohydrate intake, protein intake and amount of smoking in total subjects
2) DG: Deficiency group, MG: Moderate group, EG: Excessive group
**p<0.01, ***p<0.001

Table 5. Anthropometric measurement, blood pressure and biochemical indices by dietary fat energy ratio1)

은 22.8% 수준이었고, 부족군(20.0%)에 비해 초과군(25.9%)
이 약 5% 정도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Yim 등(2004)
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음주와 흡연 여부, 스트

레스에 따른 지방 에너지비를 비교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남자에서 지방급원 에

너지비가 더 높은 값을 보였지만 역시 유의적인 결과는 아

니었다. 

5. 신체적 특성과 혈압, 혈액특성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각 군의 신체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전체의 평균 신장은 169.70±0.26 cm이었고, 
평균 체중은 69.57±0.43 kg이었으며, 체질량지수(BMI)의 평균

값은 24.11±0.14 kg/m2, 평균 허리둘레는 84.02±0.40 cm이었다.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서는 신장의 경우 부족군과 적정군에 

비해 초과군이 1cm 정도 컸으며(p<0.001), 체중은 2~2.5 kg 정
도 더 많았는데(p<0.001), 이는 단백질 섭취비에 따른 차이를 

본 Jang 등(2016)의 연구, 탄수화물 에너지비에 따른 차이를 

본 Park 등(2014)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이다. 체질량지수는 대

사증후군의 독립적인 영향요인으로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

록 대사증후군의 확률이 높아진다(Lee & Kwon 2010a). 본 연

구에서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는 모두 적정군에서 가장 낮았

고, 부족군, 초과군 순으로 높았다(p<0.01). 그리고 초과군의 

허리둘레는 85.82 cm로 대사증후군 판정기준인 90 cm 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 & Kim(2008)의 연구에서는 정상

군과 대사증후군의 신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체중, 체
질량지수, 허리둘레에서 모두 대사증후군이 유의적으로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 군 중에서 초과군

에서 가장 높은 값들을 보였다. 
혈압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 수축기혈압은 120.63±0.72 mm 

Hg, 이완기혈압은 81.19±0.51 mmHg이었고, 수축기 혈압과 이

완기 혈압 모두 적정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부족군, 초과군 순

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초과군의 수축기혈압이 121.11±1.62 
mmHg, 이완기혈압이 82.08±1.22 mmHg로 대사증후군 기준보

다 낮은 값을 보였고, 수축기 혈압에서만 세 군 간에 유의성

을 보였다(p<0.001). Yoo & Kim(2008)의 연구에서도 대사증

후군이 정상군보다 수축기, 이완기 혈압 모두 더 높게 나타

났고, 본 연구와 달리 이완기혈압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 
혈액특성에서 평균 공복혈당은 100.67±1.00 mg/dL이었고, 

적정군, 부족군, 초과군 순으로 높아졌는데, 부족군(100.74±1.36 
mg/dL)과 초과군(102.20±2.75 mg/dL)의 경우 대사증후군 기준

인 100 mg/dL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p<0.01). 혈청 HDL-콜
레스테롤은 48.11±0.49 mg/dL이었고, 부족군과 적정군에 비해 

초과군이 46.60±1.23 mg/dL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p<0.001), 세 군 모두 대사증후군 기준인 40 mg/dL 보다는 높

은 값이었다. 혈청 평균 중성지방은 164.33±4.94 mg/dL이었고, 
적정군(159.37±8.05 mg/dL), 부족군(162.61±8.20 mg/dL), 초과

군(171.03±10.92 mg/dL) 순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세 

군 값 모두 대사증후군 기준인 150 mg/dL 보다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p<0.001). Yoo & Kim(2008)의 연구에서도 정상군에 비

해 대사증후군이 공복혈당, 혈청 중성지방이 유의적으로 더 

높았던 반면, HDL-콜레스테롤은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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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riterion 
Dietary fat energy ratio1)

χ2 value Total
DG MG EG

Waist circumference (cm) ≥90 110(24.1) 106(20.9) 51(21.2) 4.488 267(22.2)
Systolic blood pressure (mmHg) ≥130 126(27.6) 109(21.5) 49(20.4) 9.847* 284(23.6)
Diastolic blood pressure (mmHg) ≥85 166(36.3) 157(31.0) 79(32.9) 2.034 404(33.6)
Fasting blood glucose (mg/dL) ≥100 190(41.8) 178(35.6) 87(37.5) 7.314 455(38.3)
Triglyceride (mg/dL) ≥150 196(43.1) 199(39.8) 94(40.5) 0.934 489(41.2)

HDL-cholesterol (mg/dL) <40 161(35.4) 151(30.2) 68(29.3) 3.308 380(32.0)
Retention numbers of metabolic 
syndrome components ≥3 190(41.2) 174(34.9) 86(37.1) 9.774* 450(37.9)

The values are number (%)
1) DG: Deficiency group, MG: Moderate group, EG: Excessive group
*p<0.05

Table 6. Distribution of risk factors and prevalence for metabolic syndrome by dietary fat energy ratio

6.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분포와 유병률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대사증후군 위험인자들의 분포와 유

병률은 Table 6에 나타내었다. 판정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가

장 높은 인자는 혈청 중성지방으로, 전체의 41.2%가 기준인 

150 mg/dL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공복혈당(38.3%), 이완기혈

압(33.6%), HDL-콜레스테롤(32.0%), 수축기혈압(23.6%), 허리

둘레(22.2%) 순으로 기준을 벗어난 비율을 보였다. 대사증후

군 위험인자 중에서 3개 이상 기준을 벗어날 시 대사증후군으

로 판정하는데, 본 연구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전체의 37.9%
로, Lim 등(2011)의 성인 연구에서 보인 1998년 24.4%, 2007년 

3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서는 앞서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

완기 혈압, 공복혈당, 혈청 중성지방 값이 적정군, 부족군, 초
과군 순으로 높아졌던 것과는 달리 대사증후군 초과비율은 

적정군이 가장 낮았고, 초과군보다 부족군에서 더 높은 비율

을 보였다. 반면, HDL-콜레스테롤은 부족군에서 초과군으로 

갈수록 농도가 낮아져서 대사증후군 기준을 벗어난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비율이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고, 5가지 위험인자 중 수축기 혈압에서만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위험인자들의 

평균값만으로 대사증후군 위험을 섣불리 가정하기보다는 기

준초과 여부를 가지고 함께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판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HDL-콜레스테롤의 결과는 

열량의 15~25% 섭취에 비해 15% 미만 섭취는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으나, 25% 초과 섭취에서는 HDL-콜레스테롤의 위험

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R 1.864, p<0.05)는 

Lee & Kwon(2010b)의 보고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적정군이 34.9%로 가장 낮았고, 초과

군(37.1%), 부족군(41.2%) 순으로 높아졌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Jung 등(2011)의 성

인 남성 연구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진단받지 않고 대

사증후군도 없는 그룹은 지방 에너지비가 19.3%이었으나, 대
사증후군 그룹은 18.0%로 더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년 한

국인의 대사증후군 보유에 따른 다량 영양소 섭취비율을 비

교한 연구(Moon & Kong 2010)에서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

들에서 탄수화물 에너지비는 높고, 지방 에너지비는 낮게 섭

취하고 있었다. 고탄수화물 식사그룹이 고지방 식사그룹보다 

혈청 중성지방 농도와 수축기 혈압이 높고 혈청 HDL-콜레스

테롤 농도가 낮았다는 보고(Han 등 2014)와 본 연구결과를 연

관시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고당질식이 고지방식보다 대사증

후군 유병에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7.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교차비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던 변수들을 

보정한 후 지방 에너지비가 대사증후군 유병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교차비를 구하

였다(Table 7). 그 결과를 보면 지방 에너지비 적정군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부족군의 교차비는 1.523이었고, 초과군은 

1.416의 값을 보였으나, 부족군과 과잉군의 95% confidence 
interval (CI)에 1이 포함되므로 지방 섭취에 따라 대사증후군 

발생에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Lee & Kwon(2010b)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지방을 기준보다 적게 또는 

많게 섭취하는 군에서 기준 범위로 섭취하는 군보다 대사증

후군 발생 위험도가 높았으나, 95%CI에 1을 포함하고 있었

다. 총 에너지의 35%를 초과한 지방 섭취는 비만을 촉진하면

서 대사적 이상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는데(NCEP 2002), 본 

연구에서 이보다 낮은 25% 이상을 초과군을 설정하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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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OR(95%CI)

Dietary fat 
energy ratio2)

DG 1.523(0.836-2.776)

MG 1.000(reference)3)

EG 1.416(0.730-2.747)
F value 7.575***

1) Adjusted for education level, occupation, age, energy intake, carbo-
hydrate intake, protein intake, amount of smoking, height, weight, 
BMI, waist circumference, systolic blood pressure, fasting blood 
sugar, HDL-cholesterol and serum triglyceride in total subjects

2) DG: Deficiency group, MG: Moderate group, EG: Excessive group
3 Odds ratio of deficiency and excessive group based on the risk of 

moderate group
***p<0.001

Table 7. Odds ratio for metabolic syndrome by dietary fat 
energy ratio1)

를 진행한 것이 교차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

고 여러 연구(Lee & Kwon 2010b; Moon & Kong 2010; Jung 
등 2011)에서 지방에너지비가 낮은 그룹에서도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2012~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중년남성 

1,205명을 대상으로 지방 에너지비에 따른 에너지영양소 섭

취와 건강관련요인, 신체적 특성, 혈압, 혈액특성 및 대사증후

군 위험요인과 유병률을 비교하고, 지방 에너지비와 대사증

후군 교차비를 구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9.11±0.21세이었으며, 지방 섭취량

은 1일 평균 52.85±1.22 g으로, 에너지영양소 섭취비의 20.23%
를 보였다.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서는 적정군(42.9%), 부족군

(36.9%), 초과군(20.2%) 순의 분포를 보였다.  
2. 1일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2,238.86±33.26 kcal이었고, 

부족군보다 초과군에서 에너지 섭취가 500 kcal 가량 증가

하였다(p<0.001).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량은 부족군에서 초

과군으로 갈수록 감소한 반면(p<0.001), 단백질과 지방 섭

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 CPF Ratio는 64.24 
: 15.53 : 20.23이었고, 지방 에너지비가 증가할수록 당질 에

너지비는 감소한(p<0.001) 반면 단백질과 지방 에너지비는 

증가하였다(p<0.001). 
3. 전체 음주율은 77.2%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흡연율은 

55.0% 수준이었으며, 1일 평균 흡연량은 약 18개비 정도로, 부
족군에서 초과군으로 갈수록 흡연량이 증가하였다(p<0.00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평균 45.8%이었고, 1일 평균 

수면시간은 6.74±0.13시간이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22.8% 
수준이었다. 

4. 지방 에너지비와 신장(p<0.001), 체중(p<0.001), 체질량

지수(p<0.01), 허리둘레(p<0.01), 수축기 혈압(p<0.001), 공복혈

당(p<0.01), HDL-콜레스테롤(p<0.001), 혈청 중성지방(p<0.001)
은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5. 대사증후군 위험인자 중에서 판정기준을 초과한 비율

이 가장 높은 인자는 혈청 중성지방(41.2%)이었고, 허리둘

레(22.2%)가 가장 낮았다. 지방 에너지비에 따라서는 HDL-
콜레스테롤이 부족군에서 초과군으로 갈수록 기준을 벗어

난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다른 인자들은 적정군이 가장 낮

았고, 초과군보다 부족군에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

나 유의성은 수축기 혈압에서만 나타났다(p<0.05).
6.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37.9%이었고, 지방 에너지비에 따

라서 적정군(34.9%)이 가장 낮았고, 초과군(37.1%), 부족군

(41.2%) 순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였다(p<0.05). 
7. 지방 에너지비 적정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부족군의 

대사증후군 교차비는 1.523이었고, 초과군은 1.416의 값을 보

였으나, 지방 섭취에 따라 대사증후군 발생에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 연구결과는 2012~2013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

한 횡단면적 연구로 지방 에너지비와 대사증후군간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대상자 선

정에서 주요 만성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자를 제외하였고, 통계분석 시 교란인자를 보정함으로써 지

방 에너지비와 대사증후군의 관련성을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조사시점에 근거

하여 2010년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권장 지방 에너지비인 

15~25%를 기준으로 자료 분석을 하였는데, 최근 개정된 새

로운 기준인 15~30%를 기준에 대해서도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 섭취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 고지방식에 대

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비교

해 볼 때 초과군 뿐만 아니라, 부족군에서 대사증후군 위험인

자들의 신체적 특성, 혈압, 혈액성분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
사증후군 유병률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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