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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활용한 비만  복부비만이 맥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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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국가자료인 2012년도 국민건강 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세 이상 성인(n=5,889)에서 비만 

 복부비만과 맥압(Pulse pressure, PP)의 련성을 평가하고자 실시하 다. 연구결과에서 맥압에 한 

련변수(연령 포함)를 보정하 을 때, 여성에서는, High PP (PP >61mmHg)의 험비가 정상 체 군에 비하

여 비만군에서 1.37 (95 % CI, 1.03-1.82)로 유의하게 높았고, 복부비만이 아닌 군에 비하여 복부비만군에서 

1.38배 (95% CI, 1.07-1.78)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남성에서는 비만  복부비만은 High PP와 유의한 

련성 없었다. 결론 으로 여성에서는 비만과 복부비만이 맥압을 증가시키지만, 남성에서는 유의한 련성

이 없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ssociation of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and pulse pressure (PP) in Korean adults. The study 

subjects were Korean adults 20 years or older (n=5,889)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2012. After adjusting for relevant variables (include age), in women, the odds ratio (OR) of High PP (PP >61 mmHg) of the obesity [1.37 (95 

% CI, 1.03-1.82)] and abdominal obesity [1.38 (95% CI, 1.07-1.78)]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was not significant. However, in 

men, the OR of High PP of the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group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was not 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were associated with pulse pressure in Korean women, but not in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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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맥압(PP: Pulse pressure)은 수축기 압(SBP: 

systolic blood pressure)과 이완기 압(DBP: diastolic 

blood pressure)의 차이로 정의하며, 동맥의 탄성과 

장반사로 결정되기 때문에 동맥 경직도가 증가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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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의 차
Fig. 1 Procedure of study

록 증가한다[1]. 동맥경직도의 증가는 심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 

비만은 건강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정도로 체내

에 지방이 과잉 축 된 상태로[3], 비만의 측정은 체

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사용하는 방법과 

허리둘 (WM: waist measurement)를 측정하는 방법

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 기 으로 BMI가 25.0 kg/m2

이상인 경우를 비만의 단기 으로 하며[4], 복부비

만은 WM이 남성 90cm 이상, 여성 80cm 이상으로 

측정되었을 때로 정의하고 있다[5]. 비만은 당뇨병과 

고 압  죽상경화증 등을 증가시키는 요한 험

인자이며, 특히 복부비만은 사증후군의 강력한 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6-7]. 우리나라의 경우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비만인구가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인 문제가 되고 있다[8]. 

비만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식습 , 당뇨, 고

압  사증후군 등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9-10], 맥압과 련된 연구는 드물다. 한 이에 

한 연구도 성별을 보정하거나 남성만을 상으로 하

거나 는 여성만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부분

이다[11-12].

국민건강 양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 리본부에서 

1998년부터 시작되어 제6기 3차년도(2015년)까지 국

민의 건강  양상태를 종합 으로 조사하는 사업

으로, 검진조사(신체계측, 압측정, 악력검사, 소변검

사, 액검사,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안검사, 이비인후

과검사), 건강설문조사  양조사(식생활조사, 식품

섭취, 식품섭취빈도, 식품안정성)를 실시하여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많은 양의 건강  

양에 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빅데

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

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과 이로 인

한 심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제 5기 국

민건강 양조사 자료인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민

국 성인 남성과 여성에서 비만  복부비만과 맥압의 

련성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연구방법

2.1 연구 상 

본 연구는 국민건강 양조사(2012년)의 자료를 이

용하 다. 성인 6,221명  건강 설문에서 불충분한 

응답과 압  액 등의 검사결과가 락이 되어있

는 상자 332명을 제외한 총 5,889명을 최종 분석 

상자로 하 다.

2.2 상자의 특성

연구의 특성에 맞게 국민건강 양 조사자료를 재설

정 하 으며, 신체계측은 체질량지수, 허리둘 , 최종 

수축기 압, 최종 이완기 압의 측정값을 사용하 고, 

액화학검사는 총 콜 스테롤(TC: Total cholesterol), 

성지방(TG: Triglyceride), 도 콜 스테롤

(HDL-C: HDL-cholesterol), 공복 시 당(FBG: 

Fasting blood glucose) 등의 측정값을 사용하 다. 

체질량지수는 체 을 신장의 제곱근으로 나  Quetlet 

index로 BMI(kg/m
2
)=체 (kg)/신장(m

2
)로 계산하고, 

비만의 구분은 세계보건기구 아시아 태평양 기 에 

따라 BMI 수치가 <23.0을 정상체 군, 23.0-24.9를 

과체 군, ≥25.0을 비만군으로 구분하 다[4]. 복부비

만은 허리둘 를 아시아 태평양 기 에 따라 남성 

90cm 이상, 여성 80cm 이상으로 정의하 다[5]. 맥압

은 ≤61를 정상맥압, >61를 고맥압으로 구분하 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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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성의 임상  특성과 맥압과의 련성
Table 1.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relation to pulse pressure in men                        
       n (%), M±SD, (n=2,458)

Variables Category
Normal PP 
(≤61mmHg)

High PP 
(>61mmHg)

p-value

Age 
(year)

20-29
30-39
40-49
50-59
≥60

234(10.6)
409(18.5)
423(19.1)
448(20.2)
702(31.7)

4( 1.7)
2( 0.8)
6( 2.5)
21( 8.7)
209(86.4) <0.001

BMI 
(kg/m2)

<23.0
≥23.0, <25.0
≥25.0

838(37.8)
600(27.1)
778(35.1)

104(43.6)
71(29.5)
67(27.9) 0.039

WM
(cm) 

<90
≥90 

1,682(75.9)
534(24.1)

181(74.7)
61(25.3) 0.687

Smoking Non-smoker 
Ex-smoker 
Current smoker 

569(25.7)
824(37.2)
823(37.1)

55(22.7)
132(54.5)
55(22.8) <0.001

Alcohol 
drinking 

Non-drinker 
Drinker 

761(34.3)
1,455(65.7)

107(44.2)
135(55.8) 0.002

Regular 
exercise 

No 
Yes

2,063(93.1)
153( 6.9)

227(93.8)
15( 6.2) 0.789

TC (mmHg) 188.1± 35.5 179.3±34.4 <0.001

TG (mmHg) 148.5±100.3 140.8±91.2 0.273

HDL-C(mmHg) 48.2± 11.4 48.6±12.4 0.574

FBG (mmHg) 100.2± 21.9 112.3±28.1 <0.001

SBP (mmHg) 119.2± 13.2 147.6±16.0 <0.001

DBP (mmHg) 78.5± 10.6 74.4±13.6 <0.001

BMI: body mass index,  WM: waist measurement,  PP: pulse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FBG: fasting blood glucos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표 2. 여성의 임상  특성과 맥압과의 련성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relation to pulse pressure in women                 

            n (%), M±SD

Variables Category
Normal PP 

(≤61 mmHg)
High PP 

(>61 mmHg)
p-value

Age
(years)

20-29
30-39
40-49
50-59
≥60

358(12.0)
591(19.8)
572(19.1)
613(20.5)
858(28.7)

5( 1.1)
3( 0.7)
9( 2.1)
46(10.5)
376(85.6) <0.001

BMI 
(kg/m

2)
<23.0
≥23.0, <25.0
≥25.0

1,472(49.2)
643(21.5)
877(29.3)

153(34.9)
118(26.9)
168(38.2) <0.001

WM 
(cm)

men <90, 
women <80
men ≥90, 
women ≥80 

1,771(59.2)
1,221(40.8)

161(36.7)
278(63.3)

<0.001

Smoking Non-smoker 
Ex-smoker 
Current 
smoker 

2,705(90.4)
131( 4.4)
156( 5.2)

398 (90.7)
21( 4.8)
20( 4.5)

0.791

Alcohol
drinking 

Non-drinker 
Drinker 

1,921(64.2)
1,071(35.8)

360(82.0)
79(18.0) <0.001

Regular
exercise 

No 
Yes

2,841(95.0)
151( 5.0)

419(95.4)
20( 4.6) 0.659

TC (mmHg) 191.4±36.1 193.6±38.3 0.269

TG (mmHg) 113.3±71.6 138.2±84.1 <0.001

HDL-C (mmHg) 54.6±12.9 51.4±11.6 <0.001

FBG (mmHg) 95.9±20.3 105.7±21.9 <0.001

SBP (mmHg) 114.1±14.0 147.3±15.6 <0.001

DBP (mmHg) 73.9±9.3 73.8±12.6 0.808

BMI: body mass index, WM: waist measurement, PP: pulse pressure,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FBG: fasting blood glucose,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SBP: systolic blood pressure, DBP: diastolic blood pressure.

2.3 자료처리  분석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sion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성별에 따른 맥압의 련성은 

교차분석과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단일변량에서 맥압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만  복부비만이 맥압에 

미치는 향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 은 p<0.05로 정하 다. 국민건강

양조사는 자료 추정치의 정확성을 높이기 하여 

가 치를 용하 다.


∧

  




  



(
∧ =모집단 평균추정, yi =조사자료 , wi=가 치)

그림 2. 가 표본평균
Fig. 2 Weight sample Mean

Ⅲ. 연구결과

3.1 남성과 여성에서 맥압에 따른 임상  특성

남성과 여성에서 맥압에 따른 임상  특성은Table 

1와 2과 같다. 남성에서 비만(p=0.039)은 유의한 차이

를 보 으나, 복부비만(p=0.687)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여성에서는 비만(p<0.001)과 복부비만

(p<0.001)이 유의한 차이를 보 다.

3.2 남성과 여성에서 비만과 복부비만에 따른 

High PP의 OR 값 비교

 남성에서 연령을 제외한 련변수를 보정하기 

에는 정상 체 에 비하여 비만군0.69 (95% CI : 

0.48-0.99)에서 High PP의 odds ratio (OR)값이 유의

하게 낮았지만, 연령을 보정한 후에는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3). 여성에서는 련변수를 보정하기 과 

연령을 제외한 련변수를 보정한 후에는 비만과 복

부비만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비 정상군에서 High PP

의 OR값이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그러나 

연령을 추가로 보정한 후, BMI에 따른 High PP의 

OR값에서 정상 체 군에 비하여 과 체 군은 유의하



JKIECS, vol. 13, no. 01, 187-192, 2018

190

표 3. 남성과 여성의 비만과 복부비만에 따른 
맥압의 비차비

Table 3. High-pulse pressure odds ratio according 
to obesity and abdominal obesity in man and 

women
High PP (PP >61 mmHg)

Odds Ratios (95% CI)

Modle Ⅰ p Modle Ⅱ p Modle Ⅲ p

 men

Normal 1.00 1.00 1.00

Overweight 

0.96 

(0.69-1.33) 0.793

0.97 

(0.69-1.37) 0.872

1.05 

(0.73-1.52) 0.777

Obesity 

0.67 

(0.47-0.94) 0.019

0.69 

(0.48-0.99) 0.045

0.95 

(0.65-1.40) 0.811

Non-abdominal 

obesity 1.00 1.00 1.00

Abdominal 

obesity

1.04 

(0.75-1.43) 0.822

1.04 

(0.74-1.47) 0.818

0.97 

(0.68-1.38) 0.848

women

Normal 1.00 1.00 1.00

Overweight 

1.90 

(1.44-2.50) <0.001

1.61 

(1.23-2.11) <0.001

1.35 

(0.99-1.82) 0.061

Obesity 

2.00 

(1.55-2.57) <0.001

1.70 

(1.28-2.26) <0.001

1.37 

(1.03-1.84) 0.035

Non-abdominal 

obesity 1.00 1.00 1.00

Abdominal 

obesity

2.52 

(2.02-3.14) <0.001

2.10 

(1.66-2.67) 0.005

1.38 

(1.07-1.78) 0.014

ModeⅠ: Non-adjusted;  
ModeⅡ: adjusted for smoking, alcohol drinking, regular 

exercise, TC, TG, HDL-C, and FBG; 
Mode Ⅲ: adjusted for age, smoking, alcohol drinking, 

regular exercise, TC, TG, HDL-C, FBG, and age.

지 않았고, 비만군은 1.37 (95%CI:1.03-1.82)로 유의하

게 높았다(table 4). 한 복부비만에 따른 High PP의 

OR값에서, 복부비만이 아닌 군에 비하여 복부비만 군

은 1.38 (95%CI:1.07-1.78)로 유의하게 높았다.

Ⅳ. 고찰 

본 연구는 2012년도에 시행된 국민건강 양조사 제 

5기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실시한 비만  복부비

만과 맥압의 련성에 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남성의 경우 복부비만  비만은 High PP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

에서는 정상체 에 비하여 비만군에서 High PP의 

OR값이 증가하고(OR=1.37, 95%CI:1.03-1.82), 복부비

만이 아닌 군에 비하여 복부비만군에서 High PP의 

OR값이 증가하 다(OR=1.38 ,95%CI:1.07-1.78). 맥압

이 증가하는 경우는 DBP가 SBP보다 상 으로 많

이 감소하는 경우로 큰 동맥의 경직도가 증가함으로

써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14]. 다른 경우는 SBP가 

DBP보다 상 으로 많이 증가하는 경우로 1회 심박

출량 는 심실박출률이 증가하여 심장기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15]. Franklin 등은 SBP와 

DBP가 각각 10 mmHg 증가하면 상동맥질환의 발

생률이 16%와 14% 증가하지만, PP가 10 mmHg 증

가하면 상동맥질환의 발생률은 22% 증가한다는 결

과로 PP의 증가가 SBP와 DBP의 증가보다 상동맥

질환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다고 하 다[16].

PP와 비만지수에 련한 선행연구에서 윤 등은 성

인 남녀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맥압의 증가에 

BMI와 WM이 모두 양의 상 계가 있었다[17]. 

한, De Pergola G 등은 성인 남녀를 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BMI와 WM이 모두 PP에 양의 상 계가 

있었지만, 성별과 련변수를 보정한 후의 결과에서는 

PP의 증가에 WM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BMI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18]. 추가 으로, 

Chandramohan 등은 남녀 청소년을 상을 실시한 

연구에서 성별과 인종  련변수를 보정한 후의 결

과에서 High PP의 OR값은 정상체 에 비하여 비만

군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정상군에 비하여 복부

비만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19]. 

본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을 포함한 련변수를 보정

한 후, 남성에서는 비만과 복부비만은 High PP와 

련이 없었다. 그러나 여성에서는 정상군에 비하여 비

만군과 복부비만군에서 High PP의 OR값이 높았다. 

맥압과 비만  복부비만의 련성에서 성별차이에 

한 정확한 인과 계를 설명할 수 없으나, 기존의 잠

재 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체내의 지방은 체

인 체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  수 있다. 여성에서

는 내장지방보다 체지방으로 장하지만 남성에서는 

체지방보다 내장지방으로 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체내 지방의 장에서 

성별에 따라 지방의 장 치가 다른 이유로 체지방

과 내장지방의 지방산으로 산화되는 과정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다[20]. 다른 하나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여성에서는 연령을 보정 ·후 모두

에서 비만과 복부비만이 PP의 증가와 련이 있었지

만, 남성에서는 연령을 보정 에는 정상 체 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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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비만군에서 High PP의 OR값이 유의하게 증가

지만, 연령을 보정한 후의 결과에서 그 유의성은 사라

졌다. 

PP와 비만  복부비만의 련성에 한 연구결과

는 나라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Regitz-Zagrosek은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들의 불

일치 상이 비만과 복부비만의 단기 이 성별과 

인종에 따라 다르고, 한 성별을 나 어 분석하지 않

고 성별을 보정변수로 사용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하 다[21].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생활습

, 환경, 스트 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에서 남

성과 여성을 나 어 분석해야 하고 치료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결론 으로, 한민국 표 인 결과인 2012년 국

민건강 양조사를 이용하여 비만  복부비만과 PP의 

련성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 여성에서는 비만과 복

부비만은 PP의 증가와 련이 있지만 남성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 이 있다. 첫

째로, 식이와 생활습 을 변수로 설정하지 않아 이들

과 맥압에 한 계를 설명할 수 없었다. 둘째로, 단

면연구이기 때문에 이들에 한 정확한 인과 계를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향후 추 조사를 통해서 코호

트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면 인과 계를 확인하기 

한 더욱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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